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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인사말

언 땅 위에 뿌린 씨앗들이 어느덧 푸른 잎을 틔우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키워낸 인재들은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거목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幼而不學, 老無所知, 春若不耕, 秋無所望”

젊은이가 가진 가능성은

기업과 국가의 마르지 않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아름다운 꽃씨가 되겠습니다.

유 이 불 학

노 무 소 지

춘 약 불 경

추 무 소 망

<명심보감>의 ‘입교(立敎)’ 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젊은이의 경험과 학습이 평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어떠한 여건에서도 마음껏 꿈꾸고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이 원한다면 지금 자신이 딛고 선 땅을 박차고 올라 더 너른
세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어느덧 관록과 경험, 추진력을 가진 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식 기반의
사회에서 미래에셋이 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인재 육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누적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 벅찬 성과가 함께했습니다. 미래에셋 인재육성 프로그램 누적 참가자가 어느덧
22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국내 장학생 선발 17년, 해외 장학생 선발 10년 만에 이룬 성취입니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 프로그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교환학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했고,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다변화해 형편이 어려워 꿈을 꾸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청년의 푸른 기백과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변치 않는 청춘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 미래에셋과 함께한 인재들이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그들로부터 희망을 읽고, 더 큰 성장 가능성을 보며 벅참을 느낍니다. 그 벅찬 감동을 언제나
우리 사회와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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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Overview
재단 개요



Overview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를 실천합니다.

형식과 명분을 넘어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기부와 공헌을 통해 성장과 희망의 씨앗으로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비전

이사회

미래에셋은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사장

이사

정운찬
KBO 총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사업 분야

김수길
JTBC 대표이사 사장

이두형
前 여신금융협회 회장

백창현
前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이상용
前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종철
삼일회계법인 대표

유희주
前 HSBC은행 본부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학사업

해외
교환장학사업

재단연혁
제1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공부방 희망도서
지원사업
2003

사회복지

나눔문화

청소년
교육·문화·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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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와 봉사
사회복지시설 지원

02

감사

국내 및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확대

2007

제2대 이사장
이기수 취임

2009

제3대 이사장
정운찬 취임

2012

2018

2000

2006

2008

2011

2017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설립
(제1대 이사장 변형윤)

제1회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선발

미래에셋 기부운동
‘사랑합니다’
출범

미래에셋
1% 희망나눔 실시

인재육성 프로그램
누적 참가자
22만 명 돌파

제1기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국내 장학생 선발

03

미래에셋 장학생
7,000명 돌파

2017 in Brief

2017 in Brief

2017년 주요활동
2017년, 우리의 청년들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과 함께 대양을 건너 위대한 꿈의 항해를 시작하고 자신의 꿈과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빛나고 벅찬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제7회 제주 희망캠프
5.11~13

제17회 글로벌 문화체험단

미래에셋 계열사 매칭그랜트 기부

100여 명의 중학생들과 함께 중국 상해를 방문해

미래에셋 계열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소속 임직원의

동방명주,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등의 견학을 통해 빠르게

기부를 시행했습니다. 매칭그랜트 기부금은

1.4~7

2.6

현지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이해 또한 높일 수 있었습니다.

JAN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37가족의 어린이와 조·부모

상반기 금융진로캠프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전교생 20명 내외인 강원도 산간지역 중학교 두 곳을 대상으로

100여 명과 함께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미니 운동회 등

체험형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제4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총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1:1로 매칭하여

본인의 비전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FEB

MAR

5.22

APR

MAY

JUN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4.19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42곳을 선정해

기관별 니즈에 맞춰 스포츠·미술·진로체험·역사 탐방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장학생 Sharing Day
1.12

교환학생 파견을 통해 경험한 선배 장학생들의
해외 적응 노하우를 후배들과 공유하고,

용산구에서 1,400장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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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3.2

아동양육시설·소년원·북한이탈 등 금융정보에

제5회 희망듬뿍 도서지원

체험형 금융진로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책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1,352명에게

취약한 청소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6.21

총 90회차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개인별 상황과 관심사를 고려한 맞춤식 도서 12권씩을
선정해 총 16,224권의 새 책을 선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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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7.4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7.27

제5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2017년 가을학기 파견 예정인 해외 교환장학생 250명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270여 명과 함께 창의활동 교육을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적 재능을 발굴하고자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선발하고 미국과 독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29개 국가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16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10.28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별 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다문화가정 청소년 50명이 참가해 한국어와

부모님 모국어로 말하기 경연을 펼쳤습니다.

강원도 희망캠프
11.10~11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22가족 참가자
60여 명과 함께 강원도 홍천과 속초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이중언어교재 개발
12.31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인도네시아어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217개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총 10만 6,000여 권의
교재를 지원했습니다.
JUL

AGU

SEP

OCT

NOV

DEC

하반기 금융진로캠프
9.25

강원도 산간지역 소재 초등학교 두 곳을 대상으로

금융진로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보고,
체험형 금융교육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회 희망듬뿍 독서교육 워크숍
7.14~15

장학생 Sharing Day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배 장학생들이 파견 예정인 후배 장학생에게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독서교육 강연과

시간을 갖고, 핸즈온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파주 출판도시에서 독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공유, 출판도시 탐방 등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7.25

교환학생 경험을 공유하며 고민을 나누는 멘토링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수 문화체험캠프

제21기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8.16~18

지역아동센터 이용 60명의 중학생들과

12.27

여수 문화체험캠프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봄학기 파견 예정인 해외 교환장학생 250명을

2017년 처음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여수

선발하고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30개 국가에서 새로운

주요 명소를 탐방하고 그와 관련된 역사 및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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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s
사업소개

글로벌 능력을 갖춘 청년들은
장학사업을 통해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자부심이자 

S ch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ol a

rs h

해외 교환장학
ip

Pro
gr
am

· 글로벌 특파원
· Sharing Day

s

글로벌 문화체험단
Social Welfare Programs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과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미래 꿈나무인 아동, 청소년들이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도록 지원합니다.

이중언어교재 개발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희망듬뿍 도서지원 & 독서교육 워크숍
제주 희망캠프
기타 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 여수 문화체험캠프

s
am
gr
o
r
P
on
uti
b
i
r
t
Con

기부는 일상으로, 나눔은 실천으로 

깊숙이 뿌리내린 문화를 지향합니다. 
사회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로 

기부문화

임직원 봉사단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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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Scholarship Programs

Scholarship Programs
장학사업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

세계 무대에서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원 대상

교환장학 프로그램은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 학부생으로 재단이 정한

길어 올립니다. 2007년 시작된 해외

모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을 취득한

미래에셋을 대표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교환학생

성적 및 경제적 여건 기준 충족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원 내용

지금까지 4,517명의 장학생이 전 세계

(미주/유럽 700만 원, 아시아 500만 원)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45개국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지식과 문화,
도전의 기회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위한 학업 및 생활지원
지원 시기

3~6월(가을학기 파견),

45

개국

9~12월(봄학기 파견)

유럽

3,258

전체 장학생 대륙별 파견 인원

4,517

중동·터키

1,578

해외 교환장학생 누적 인원

3,025

2,860

해외 교환장학생 누적 파견 국가 수

아시아

29

902

500

명
북아메리카

400

450

1,953
지원 금액(백만 원)

오세아니아

22

남아메리카

33

전체 장학생 파견 국가 TOP 10
지원 학생 수(명)

1.
2.
3.
4.

2015

2017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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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5.

11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1778 명
477 명
422 명
247 명
175 명

39.3%
10.6%
9.3%
5.5%
3.9%

6.
7.
8.
10.

영국

174 명

3.9%

네덜란드

135 명

2.9%

싱가포르
일본

스페인

166 명
135 명
76 명

3.6%
2.9%
1.7%

Scholarship Programs

“ 저는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다양성의 나라인 미국은 ‘다름’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생활 속에서 밀착하여 알아보고

장학생 참여 프로그램

글로벌 특파원

Sharing Day

경험, 문화가 또 다른 도전의 원동력이 될 수

도입, 장학생들이 현지에서 경험한
문화·경제·여행 콘텐츠를 장학생

보낼 수 있도록 선배 장학생들의 노하우를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장학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습득한 지식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수업 시간에

있도록 공유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학생으로서 미국 보스턴칼리지에서
은연중 사용되는 소수자 비하 발언과
이에 대한 경각심의 필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으로서 인종차별 반대 행진에 참가해,
이를 취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한 실천의

2014년부터는 ‘글로벌 특파원’ 제도를
커뮤니티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특파원은 6기까지
선발하여 총 72명이 활발한 활동을

2017년부터 교환학생 기간을 더욱 알차게
공유하는 멘토링과 더불어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자는 취지의

‘Sharing Day’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펼쳤습니다.


중요성’. 4개월간의 해외 교환장학생 생활이
제게 알려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저는 이 교훈을 실천하고자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지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지인 │ 미국

해외 교환장학생 20기

“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좋은 나라’,

“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행복지수와 성평등지수가 높은 나라’로

그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불리는 북유럽의 스웨덴은, 경제학과

불어를 전공하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게 항상 궁금한

프랑스 교환학생을 항상 꿈꿔왔고 걱정스러웠던

곳이었습니다. 룬드대학교에서 1학기를

경제적 부분을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통해

보내면서, 책으로 읽었던 모습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종일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웨덴을 함께

프랑스어를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정책 수업시간,

저는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노동·교육

한식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프랑스인에게

복지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불어로 서비스를 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일본에서 온 친구와 저출산 정책을 비교하여

언어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것은 새롭고 값진

지금은 조직학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경험이었습니다. 이 멋진 경험들을 만끽할

공부할 수 있는 파리 9대학에서 경영학을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도움

공부하기 위해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분이었습니다. 장학생 지원서에 적었던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어렵게 기회를 가지고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온 만큼 한국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최연재 │ 스웨덴

해외 교환장학생 21기

안병현 │ 프랑스

해외 교환장학생 2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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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Programs

Social Welfare Programs
사회복지

글로벌 문화체험단

누적 참가 인원 수

1,540

명

198

이중언어교재 개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두 개의 언어와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주요 구성

문화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글로벌 시대에
이중언어교재를 개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언어에 이어

149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과의 협업을

99

47

통해 인도네시아어 교재를 추가 개발했으며,
중국의 선진 문화를 주도하는 상해에서

지원 대상

지원합니다. 2007년부터 진행해 온

공동생활가정 소속 중학생

청소년들이 자신감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6

35

미래에셋의 대표적인 청소년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참가자들은 중국의

현지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재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 인원 수(명)

2017 Annual Report

2016

지원 내용

3박 4일간의 상해 탐방

학생은 1,500여 명에 이르며, 주요 명소

지원 시기

대한 이해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 미실시)

견학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2015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양육시설,

2017년 1월 4일~7일

이중언어교재 발간 언어

9

개 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배포 기관 수

217

개

일본어, 몽골어, 태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2017

참가 기관 수(개)

14

15

기존 개발 교재 10만 5,860권을

국가를 중심으로 교재를 발간하여 아동의
교육 효과를 제고한 것은 물론, 2017년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
이중언어 학습 장려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했습니다.
배포 부수

105,860

권

사업소개

Social Welfare Programs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누적 참가 인원 수

1,334

명

아동의 기본 경제 지식 함양과 청소년의

지원 대상

및 캠프를 진행합니다. 경제 주체 및

북한이탈 청소년 기관, 소년원

올바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교육
시장에 대한 이해, 금융 생활과 자산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계획, 금융사기 예방,

직업 찾기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강의에서 벗어나

산간지역 초·중학교, 아동양육시설,
지원 내용

금융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신문 읽기, 보드게임 등 연령대와 관심사에

지원 시기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키우고

(기관별 교육시기 상이)

따라 다양한 교육 요소를 활용해

경제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희망듬뿍 도서지원 & 
독서교육 워크숍

2017년 3월 2일~12월 14일

아동양육시설, 드림스타트

수준을 고려한 책을 선정합니다. 2013년

첫 실시 이래 지금까지 7,300여 명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이 새 책을 지원받았으며,

328

명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본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요 커리큘럼인

지원 내용

기관 방문 메이커 교육

‘메이커 교육’은 과목과 주제에 구애받지

지원 시기

통해 학습과 창의성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기관별 교육시기 상이)

않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을

둔 프로그램으로, 코딩 및 3D 프린팅, VR

16,224

15,97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독서 교육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와 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지원 내용

개인별 상황 및 관심사, 독서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 추천도서 12권
지원 시기

2017년 6월, 11월(6권씩 2회)
독서교육 워크숍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복지사 등 종사자
지원내용
지원 도서 수(권)

2017년 7월 27일~12월 16일

독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및
체험활동
지원시기

지원 인원 수(명)

2015

16

선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6년부터

도서지원 

지원대상

시현, 로봇 기술 체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2017 Annual Report

현재 매년 1,300명 이상의 대상자를

1,352

누적 참가 인원 수

이상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가정 형편과 관심사, 독서

지역아동센터,

1,331

이용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4차

14,840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비전

형편상 마음껏 구입하기 어려운 만 6세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84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지원 대상

도서지원은 책을 좋아하고 필요로 하지만

도서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각

누적 도서 지원자 수

명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성찰하고

2013년부터 시행한 미래에셋 희망듬뿍

‘나만의 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7,342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2016

2017

17

2017년 7월 14일~15일

사업소개

제주 희망캠프

Social Welfare Programs

여행을 통한 힐링과 소통의 장을 제공합니다.
평소 가족 여행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이용
가족들을 초청하여 제주도 탐방 및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의 유명 관광 명소를 찾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가 아동은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부모 및
조부모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가족 및 기관 담당자
지원 내용

2박 3일간의 제주도 탐방
지원 시기

2017년 5월 11일~13일

102

107

가슴 깊이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93

누적 참가 인원 수

811

명

기타 프로그램

2015년부터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체험하고, 창작물을 제작해볼 수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다양한 사료(史料)가 가득한 여수에서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
통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2017년 처음 시행한 여수 문화체험캠프는

24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13

16

42

2017

다양한 콘셉트로 소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해 참여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이 증진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문화체험활동비 누적 지원 기관 수

92

32

2016

직접 탐방 장소를 계획하고 포스터, 북아트 등

1일 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가 기관 수(개)

2015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참가 청소년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최대 200만 원의
참가 인원 수(명)

프로그램입니다. 아름다운 해양환경과

개 기관

여수 문화체험캠프 참가자 수

18

60

명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기관 수(개)

2015

2017 Annual Report

18

19

2016

2017

사업소개

Contribution Programs

Contribution Programs
나눔문화
기부문화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 실천을

1%를 기부하는 ‘미래에셋 1% 희망나눔’에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통한 기부를

‘사랑합니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위해 2008년부터 미래에셋 임직원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기부금에 대해 각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는 1:1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를 통해 두 배의 기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임원들은 매달 급여의

2017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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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정기기부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일시기부 등을 통해

기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봉사단

미래에셋 임직원은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어버이날 행사, 사회복지 시설 정리 및

있습니다.

펼치고 있습니다. 명절 맞이 나눔 행사,
대청소, 농촌 일손돕기, 제빵봉사 등

이 밖에도 연 1회의 ‘특별한기부’를

시행, 2017년에는 저소득 시각장애인의
개안수술비를 지원하여 80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밝은 빛을 선물했습니다.

21

정착시키고 사회공헌활동을 일상화하고

Financial Statement

Financial Statement

재정보고
재무상태표

법인명 : 미래에셋박현주재단

Ⅰ.

(1)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금

(1)

(2)
(3)

합산(A+B)

22,829,970,753

당좌자산

유가증권

Ⅱ.

제 18 기     2017년 12월 31일 기준

선급법인세환급액

19,836,729,897

-

286,443

-

286,443

65,074,460

65,074,460

-

Ⅱ.

Ⅱ.

46,664,231

2,289,331

-

2,289,331

16,471,600

-

16,471,600

(14,182,269)

-

(14,182,269)
-

44,310,900

44,310,900

2,543,736,261

미지급금
예수금

Ⅴ.
36,871,800

-

36,871,800

32,439,000

-

32,439,000

4,432,800

-

4,432,800

비유동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Ⅳ.

422,898,723
422,898,723

422,898,723
422,898,723

Ⅵ.
Ⅶ.
Ⅷ.

-

459,770,523

422,898,723

36,871,800

19,910,000,000

19,910,000,000

-

Ⅸ.
Ⅹ.

제 18 기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장학사업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6,905,870,621

기본재산

19,910,000,000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2,506,864,461
2,506,864,461

자본총계

부채및자본총계

2017 Annual Report

19,9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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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14,868

210,014,868

-

208,556,123

208,556,123

-

5,161,237,159

2,506,864,461

22,876,634,984

20,332,898,723

2,543,736,261

4,738,338,436

-

3,257,834,410

743,345,972

-

743,345,972

674,322,334

-

674,322,334

8,000,000

-

8,000,000

54,835,720

-

54,835,720

422,898,723

422,898,723

-

일반관리비
사업이익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2,506,864,461
19,910,000,000

422,898,723

3,257,834,410

사업총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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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6,487,299,630
6,487,299,630

2,506,864,461

22,416,864,461

418,570,991
-

-

목적사업(B)

6,487,299,630

자본

자본금

수익사업(A)

합산(A+B)

사업비용

운영사업비
Ⅲ.

44,310,900

부채

유동부채

배당금수입

결연사업비

44,310,900

20,332,898,723

기부금수입

지원사업비

64,000

-

사업수익

공모사업비

64,000

-

22,876,634,984

부채총계

Ⅰ.

Ⅱ.

-

64,000

Ⅰ.

과목   

이자수입

46,664,231

64,000

법인명 :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497,072,030

19,836,729,897

자산총계

Ⅰ.

20,332,898,723
2,496,785,587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2,497,072,030

431,094,366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목적사업(B)

2,927,879,953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20,332,898,723

22,829,970,753

비유동자산
비품

수익사업(A)

(단위 : 원)

운영성과표

1,744,633,462

(4,327,732)

1,748,961,194

367,400,628

-

367,400,628

1,377,232,834

(4,327,732)

1,381,560,566

-

-

-

3,073

3,073

-

1,377,229,761

(4,330,805)

1,381,560,566

-

-

-

1,377,229,761

(4,330,805)

1,381,560,566

Financial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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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2017년 수입 내역

2017년 지출 내역

(단위 : 원)

(단위 : 원)

일반관리비

5%
기타

13%
기타 수입

기부금

6%

2017년 총 수입금액

차기이월액

목적사업비

94%

69%

6,905,870,621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7 Annual Report

6,905,870,621

기부금

기타수입*

합계

33,883,415

32,121,711

66,005,126

1,597,009,195

-

1,597,009,195

353,537,655

17,195,848

370,733,503

947,179,425

26,718,143

973,897,568

39,303,985

4,329,822

43,633,807

818,279,985

157,075,568

975,355,553

814,561,985

16,133,541

830,695,526

43,215,135

104,507,943

147,723,078

38,118,985

32,396,421

70,515,406

39,033,105

9,376,325

48,409,430

35,984,155

1,996,985

37,981,140

1,727,192,605

16,718,684

1,743,911,289

6,487,299,630

418,570,991

6,905,870,621

구분

공모사업

해외 교환장학

글로벌 문화체험단

결연사업
운영사업

기타

희망듬뿍 도서지원 & 독서교육 워크숍
제주 희망캠프

기타(금융사기 예방교육 외)
지원사업

일반관리비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목적사업비

합계

24

장학사업

내용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차기이월액

* 기타수입: 이자 및 배당수입

13%

2017년 총 지출금액

소계

이중언어교재 개발
사회복지시설 후원

소외계층 결연 지원
홍보비 외

인건비, 임차료, 수수료 등
기본재산 편입, 잡손실
2018년도 사업준비금

25

사업별 금액

합계

3,257,834,410

3,257,834,410

140,135,262
75,151,780
90,702,456
189,933,750

743,345,972

158,360,604
63,376,920
25,685,200
292,249,640
382,072,694

674,322,334

8,000,000

8,000,000

54,835,720

54,835,720

4,738,338,436

4,738,338,436

367,400,628

367,400,628

900,003,073

900,003,073

900,128,484

900,128,484

6,905,870,621

6,905,870,621

Appendices

Appendices

부록

수혜기관 리스트
장학사업

63

개교

해외 교환장학생(63개 대학교)
가톨릭대

단국대

서울여대

울산대

포항공대

건국대

동국대

성공회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강원대
경기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금오공대

공모사업

293

개 기관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현황

덕성여대
동덕여대
동아대
명지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용인대

유니스트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여수 문화체험캠프(16개 기관)

지역아동센터: 가온지역아동센터 외 14곳
공동생활가정: 큰사랑그룹홈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42개 기관)

희망듬뿍 도서지원(104개 기관)

공동생활가정: 경천공간 그룹홈 외 5곳

공동생활가정: 동산그룹홈 외 15곳

지역복지관 및 학교 등: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외 39곳

지역아동센터: 가은지역아동센터 외 35곳
청소년지원기관 간담회(19개 기관)
독산지역아동센터 외 18곳

금융사기 예방교육(10개 기관)

지역복지관 및 노인·장애인지원시설: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외 9곳

지원사업

319

이중언어교재 지원(217개 기관)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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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후원(102개 기관)
따뜻한한반도연탄나눔,

서울노인복지센터 외 100개 기관

(봉사활동 연계 38곳, 명절지원 48곳,
프로그램 및 물품후원 등 16곳)

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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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명

상해 글로벌 체험

13,890명

제주도: 광혜원지역아동센터 외 12곳

아동양육시설: 늘사랑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구세군대전혜생원 외 8곳

2017년 12월 말 기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소풍, 반야의집

강원도: The꿈지역아동센터 외 6곳

지역아동센터: 1318행복지대지역아동센터 외 38곳

206,021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명

지역아동센터: 가온누리지역아동센터 외 21곳

소년원: 안양·대구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금천영재지역아동센터 외 10곳

3,254명

227,804

총

명

카이스트

희망캠프(20개 기관)

드림스타트: 서울 광진구 외 3곳

국내 장학생
경제·진로교육

홍익대

청소년 금융진로교육(14개 기관)

청소년 비전프로젝트(16개 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예종

아동양육시설: 천양원, 무등육아원

북이탈청소년: 여명학교

4,517명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양대

아동양육시설: 삼혜원, 송암동산, 종덕원

아동양육시설: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외 10곳

해외 교환장학생

더 많은 인재들이

한성대

희망듬뿍 독서교육 워크숍(26개 기관)

공동생활가정: 살레시오신월3동 나눔의집

계열사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림대

글로벌 문화체험단(26개 기관)

지역아동센터: 강화신나는공부방 외 21곳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기부 참여 방법

인재육성에 더 많은 분들이 

step 1

함께 할 수 있도록 

재단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step 2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

미래에셋은 여러분이 기부하신 
금액과 동일한 재원을 출연하는

https://foundation.

step 3

정기기부/

기부문화

일시기부 선택

miraeasset.com

매칭그랜트 제도를 운영해 

기부의 기쁨을 두 배로 키웁니다.

✽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정기부금

정기기부

단체로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기부
은행(증권) 자동이체

✽ 후원문의

T. 02) 3774-7465

E. foundation@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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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 이체, 신용카드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을 때 
우리의 내일은 더 밝을 것입니다.
기업이 청년의 꿈을 응원할 때 

대한민국의 희망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길 가장 앞에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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