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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VISION2025 글로벌 Top10으로의 비상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대표 주자로서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 10위권 초일류 대학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3,0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는 VISION2025 모금 캠페인을 통해 세계적 학문 수월성 확보(Global Excellence), 대학의 사회 기여 확대
(Social Impact), 미래를 위한 대학 혁신(Foundation for Transformation)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주요 모금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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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xcellence

“서울대학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공무원 채용 규정에 의거한 정부지원금만으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초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도 세계 최고의 연구와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앤서니 교수 외에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 폴크루첸 교수, 수학의 노벨상‘필즈상’수상자인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천 여 명의 외국인 교수와 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생활지원센터 설립, 국제 교육관
건립, 학술 연구비 지원 등 서울대의 연구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분야에 지난 3년간 460억 원 이상의
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지원되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 : 지난 3년간 총

460

억 원 지원

*
세계를 향한

빛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아름다운 캠퍼스, 정부와 기업의 지원,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연구시설,
성실한 인력을 모두 갖춘 대학입니다.” 인권 및 법사회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앤서니
우드위스 (Anthony Woodiwiss) 교수. 런던시립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2008년 정부 지원금 및
발전기금의 지원을 통해 서울대학교 전임 교수로 채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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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

“저도 멘토 누나처럼 서울대학교에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 : 지난 3년간 총

128

억 원 지원

고등학생 신진호 군은 매주 2번 서울대 학생에게 무료로 학습 지도 및 진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국제재단(이사장 김선동)이 후원하고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주관하는 새싹
멘토링 프로그램의 장학생 신이나(농경제 2) 양이 그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싹멘토링 프로그램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는 취지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서울대
학생들의 무료 학습 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의
“제가 받은 사랑을 우리 사회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대에서는 새싹멘토링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멘토링과 봉사활동을 통해 총 2,690명의 멘토가 5,915명의 소외지역 및 저소득층 중고생 멘티
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사회 봉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가칭)사회봉사센터를 설립하고 학생 멘토를 5,000명, 청소년 멘티를

빛을

선물했습니다

10,0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대 학생들의 멘토링 봉사활동은 멘티 청소년들에게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사회 지도자
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멘토 대학생들에게는 나눔의 리더십을 키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 진흥 프로그램, 한국학 연구 진흥 프로그램, 주요 국가 정책 개발 연구 지원 등 대학의 사회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지난 3년
간 발전기금 약 128억 원이 조성되어 지원되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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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for Transformation

미래를 향한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미 많은 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각각 기업금융 전문 변호사, 신약 개발, 동양사 연구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이문성 군, 정세미 양, 한수정 양은 발전기금의
장학금을 통해 그들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배경은 롯데장학재단(이사장 노신영)의 기부로 건립된 롯데국제교육관.

빛을 만듭니다

*

미래를 위한 변화와 준비 : 지난 3년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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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 지원

“발전기금이 미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롯데국제교육관뿐만 아니라 신양학술정보관 3개 동(공대, 인문대, 사회대), 대림국제관, 서암법학관,
SPC농생명과학및기초과학연구동, 해동학술관, SK경영관 등 많은 교육연구시설이 캠페인 기간동안
기부자들의 후원으로 건립되거나 또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재단에 적립된 장학
기금은 2006년 109억원에서 2009년 323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의
후원 덕분에 발전기금은 지난 3년간 시설, 도서, 장학, 정보화, 직원 채용 등 각종 인프라 구축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지원에 약 799억 원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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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모금 현황

‘VISION2025’ 캠페인 모금액 (2006.7 ~ 2009.12) : 2,808억 원
캠페인 기간 서울대학교의 발전기금 모금액은 총 2,80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캠페인 모금
목표액의 93.6% 수준이고, 같은 기간 국내 대학 모금액 중 최고 수준이며, 서울대학교 모금액으로는
전 기간 대비 약 46% 증가한 금액입니다.
‘VISION2025’ 주요 사업별 모금액 현황
VISION2025 모금사업

VISION2025,
세계 초일류 대학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다

*

모금액

대학 혁신 지원 사업

439억 원

캠퍼스 환경 개선 사업

404억 원

장학금 확충

272억 원

국제화 사업

146억 원

사회시민 교육 강화

115억 원

SNU법학대학원 설립

106억 원

기금교수 확충

44억 원

초일류 인재육성 사업

30억 원

글로벌 금융 전문가 양성

24억 원

도서관의 첨단화 및 현대화

10억 원

문화예술 활동 강화

6억 원

SNU기술지주회사 설립

4억 원

단과대학, 학과 등 개별기관 지원

1,208억 원

합계

2,808억 원

발전기금의 서울대 지원 현황 (2006.7 ~ 2009.12) : 3,010억 원
발전기금의 서울대학교 지원금액은 캠페인 모금액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연구, 장학, 기금교수, 캠퍼스 환경 개선 등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약 1,04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연간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VISION2025’ 캠페인 연도별 모금액

캠페인 기간 서울대학교 지원액

캠페인 목표금액 3,000억 원 / 현재 모금액 약 2,808억 원

약 3,0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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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액 증가 분석

캠페인 전후 기간 그룹별 약정 현황 비교

VISION2025,
대한민국 기부 문화의
기틀을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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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의 기부 참여는 캠페인이 진행되기 전(2002~2005년) 한해 평균 약 400 건에서

40000

캠페인 기간(2006~2009년) 한 해 평균 약 1,300 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35000

동문 약정액 120.6억 → 411.5억 (3.4배 증가)

30000

교수/교직원 약정액 25.7억 → 96.5억 (3.8배 증가)
비동문 약정액 64.3억 → 536.4억 (8.3배 증가)

(*2002~2005년 / 2006~2009년 비교)

25000

문화로 발전 중
개인 기부 증가 - 선진국형 기부
20000
15000
과거 대학의 모금은 법인 기업체의 거액
기부 의존도가 심했었지만 모금 캠페인이 시작된 2006년
10000
이후 개인 기부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5000

개인 약정액 2004년 82억 → 2008년 426억 (5.2배 증가)
0

총약정액 중 개인 기부 비중 2004년 10.6% → 2008년 47.0% (4.4배 증가)
50

기부 시스템 발전 - 다양한 기부 방식 개발
40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기부 문화 저변 확대에 발맞추어 유증, 기부보험, 현물 기부 등 다양한
30

기부 방식을 개발하고, 맞춤형 기부를 지원하기 위한 법무-세무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물 기부의 증가 지난 3년간20현물 기부 약정액 : 약 173억 원
유증, 기부보험 등 기부 방식의 다양화 지난 3년간 유증 약정액 : 약 134억 원
10

지난 3년간 기부보험 약정액 : 약 29억 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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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가 이용희 회장께서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기부

황재홍 서울물방울치과 원장께서
10억원의 기부 보험 약정

전 재산(22억원) 유증 후 작고하신
故 백추현 여사와 모친에 대한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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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2025 history

2006. 07 ‘VISION2025’ 캠페인 시작
2007. 09 SNU 발전위원회 창립
서울대학교 모금캠페인 후원 및 자문을 위해
80 여 명의 사회 각계 리더들을 발전위원으로 위촉

2008. 04 ‘VISION2025’ 핵심추진사업 확정
해외석학 초빙, 초일류 인재 육성, 장학금 확충 등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핵심추진사업 22개 확정

2008. 05 교내 모금 캠페인 진행
교수, 직원, 학생 등 약 1,000명의 서울대 구성원들이
선도적으로 캠페인에 참여 (약 60억 원 모금)

2008. 06 기부자 맞춤형 시스템 도입
기부자의 의사에 맞춘 모금사업 선정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구축

2008. 10 감사와 후원의 밤 개최
사회 각계 지도자 800여 명이 참여한
‘감사와 후원의 밤’
을 통해 행사 당일 약 110억 원 모금

2009. 08~ 동문 참여 캠페인 진행
동문 참여율을 현재의 5%에서 1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총동창회와 함께 모금 캠페인 진행

2010. 07 캠페인 종료
‘VISION2025’ 모금 캠페인의 성공은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VISION2025’ 모금 캠페인은
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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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global

Top10 대학으로

다
빛나
발전기금 참여안내
무통장입금, 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 (예금주 : 서울대발전기금)
농협 079-17-000136
신한 100-014-328209
우리 1006-601-280134
인터넷지로납부 www.giro.or.kr
지로번호 7514340

유증 및 부동산 등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880-5026, 871-8146
이 책은 FSC인증을 받은 친환경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gift@snu.or.kr http://www.snu.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