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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더하고

0에서 출발해 5,117명의 대학생에게 세계무대를 열어주었습니다.
0에서 시작해 259,180명의 아이들에게 경험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0에서 함께해 19년의 역사를 쌓아 올렸습니다.

지난 2000년에 출범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회를 더하고 가능성을 곱하며 사랑을 나눠온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곱하고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희망 공식
그 따뜻한 여정에서 우리 또한 깨달았습니다.
희망과 나눔은 더하고 곱하고 나눌수록
기대 이상의 결실로 되돌아온다는 공식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같은 희망 공식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미래에셋은 사람 속으로, 사회 속으로 더욱 다가가겠습니다.

나눠온

인사말

아무리 예쁜 꽃을 머금고 있는 씨앗이라도 자연의 도움 없이는 새싹조차 틔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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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으로의 항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형편이 어려워 꿈조차 마음껏 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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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미래에셋과 함께한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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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박현주재단

청춘의 도전에 희망을 더합니다

젊음의 가장 큰 자산은 가능성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꿈꾸고 언제든 도전하며 어디든 뻗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셋은 그 가능성을 응원하기에 우리 대학생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꿈과
도전을 펼칠 수 있게끔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른 세계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이 세상을 두루 비추는 환한 빛이 되도록 미래에셋이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젊은 인재들에게 더 큰 세상을 열어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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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넘실대는 아이들에게
무한한 지식과 경험의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자양분 삼아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아이들.
그 토대가 더 깊고 단단해지도록 미래에셋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지적 성장은 물론 문화적·경제적 견문까지 넓혀주고자 국내외 문화체험, 도서지원,
비전프로젝트, 금융진로교육 등 광범위하고 세심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에서 몇
배, 몇 곱절의 열매가 맺히듯 아이들의 지식과 경험이 쌓여 무한한 미래를 완성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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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수록 커지는
함께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나눔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찾아가지만 아무나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열린 마음과 진심 어린
실천이 뒤따를 때 나눔은 비로소 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미래에셋은 우리 임직원과 이웃들이
나눔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다양하고 꾸준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급여의 1%를 나누는
실천부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일손을 돕고 마음을 전하는 봉사활동까지 일상 곳곳에서
나눔의 문화를 전파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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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소개

Overview

재단 연혁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설립
(초대 이사장 변형윤)

2000

국내장학생 선발

미래에셋은
젊은이의 희망이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선발

2003

공부방 희망도서 지원

2007

글로벌 문화체험단 실시

2006

되겠습니다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기부운동 ‘사랑합니다’ 시행

2008

지역아동센터 도서지원 ‘희망북카페’ 실시

2009

사업 분야

아동복지부분 서울시장상 수상
제주 희망캠프 실시

장학

사회복지

기부문화

희망의 공부방 새단장, 청소년 희망보드 프로젝트 실시

2011

미래에셋 임원 ‘1%희망나눔’ 시행

해외교환
장학사업

청소년
교육·문화·체험 지원

2012

제2대 이사장 이기수 취임
미래에셋 매칭그랜트 시행

기부와 봉사
희망듬뿍 도서지원 실시

2013
2014

미래에셋 인재육성 프로그램 누적참가자 10만 명 돌파
성실공익법인 지정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실시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이사회

이사장

이사

감사

정운찬

유희주 전) HSBC 은행 강남본부장

백창현 전)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이두형 전)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종철 삼일회계법인 대표

KBO 총재

김수길 JTBC 고문

2015
2016

이상용 전)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제11회 경향금융교육대상 금융위원장상 수상
희망듬뿍 독서교육 워크숍,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실시

여수 문화체험캠프 실시

2017
2018

제3대 이사장 정운찬 취임
보건복지부장관상 지역아동센터 지원부문 수상
미래에셋 인재육성 프로그램 누적참가자 26만 명 돌파
미래에셋 장학생 8,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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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2018 in Brief

상반기 청소년 금융진로캠프
중학교 청소년 54명이 체험형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을 쉽게 익히고 본인의 비전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14
제8회 제주 희망캠프
전국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정된 103명의 가족들과

2018년, 우리의 청년들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과 함께

함께 제주도를 탐방하고 미니운동회, 레크리에이션

찬란한 꿈의 날개를 펴고 더 너른 세상으로 비상했습니다.

등 가족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그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진행했습니다.

JAN

FEB

MAR

APR

MAY

JUN

6.23
제3회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5.19
제18회 글로벌 문화체험단
전국 23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101명이 중국

1.18

상해로 3박4일간 해외 탐방을 떠났습니다.

제3회 Sharing Day

청소년들은 현지 생활 체험과 역사 이해, 기술

39명의 해외교환 장학생들이 모여 해외생활

3.21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후배가 함께 이웃을 위한

제6회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견해를 넓혔습니다.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58곳을 선정해
아동·청소년에게 스포츠·미술·진로체험·역사 탐방
등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44개 사회복지시설 초등학생 321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융에 대한 이해도와 주도성,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금융 메이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19
제3회 희망듬뿍 독서교육 워크숍

6.27

아동복지시설의 독서교육 담당자 55명을 선정해

제22기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아이들을 위한 독서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한국의 인재들이 넓은 세계에서 지식을 함양하고

실시했습니다.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총 300명의 해외교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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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9.15

제1회 창의 메이커 교육 워크숍

장학생 벽화봉사활동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청소년 대상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33명이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설의 선생님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인재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양성을 위한 창의 메이커 교육과 디자인씽킹을
주제로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2.26

7.16

제23기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제6회 희망듬뿍 도서지원

해외교환 장학생 300명을 선발해 장학증서를

전국 144개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1,852명에게 자신만의

수여하고, 한국의 인재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해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비와 체재비를

22,224권의 맞춤 도서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JUL

AGU

SEP

OCT

NOV

DEC

12.31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금융진로교육
북한이탈청소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적, 경제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한국 경제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금융교육을 완료했습니다.

7.23

8.6

제4회 Sharing Day

제2회 여수 문화체험캠프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33명이 모여 해외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60명이 여수로

파견을 통해 얻은 경험담을 공유하고, 종로구에

문화체험캠프를 떠나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9.17

10.11

하반기 청소년 금융진로캠프

제19회 글로벌 문화체험단

초등학생 47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융특강, 보드게임 등

전국 아동복지시설 23곳의 학생 96명이 참가해 중국 상해의 주요 명소를 탐방하고

금융을 체험할 수 있는 금융진로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중국 역사와 문화를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31
이중언어교재 전자책 개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기존에 개발한
이중언어교재를 전자책으로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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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Business Areas

사회복지
• 글로벌 문화체험단
• 이중언어교재 지원
• 희망듬뿍 도서지원
• 희망듬뿍 독서교육 워크숍
•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 여수 문화체험캠프
• 제주 희망캠프
•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장학
• 해외교환 장학
- 글로벌 특파원
- Sharing Day

18

나눔문화
• 기부문화

2018 연차보고서

19

기회를 더하고
배움을 더하고
나눔을 더하는

미래에셋이 응원하는 글로벌 인재는 능력 우선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젊음을
응원합니다

미래에셋은 꿈을 좇아 도전하는 과정을 귀하게 여기며 열정을 존중하고
세상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온기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의 장학사업은 세계를 무대로 꿈꾸는 젊은 인재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어 반드시 세상에 필요한 자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장학

한 눈에 보는 인포그래픽

Asia
유럽

1,842

Scholarship
Programs

중동

명

32

명

아시아

1,070

북아메리카

2,100

Europe

명

명

해외교환 장학

America
남아메리카

40

50

파견 국가 수

전체 장학생 파견 국가 TOP 10
순위

파견 인원

전체인원 대비 비율

순위

1

미국

1,894명

37.01%

6

영국

198명

3.86%

2

중국

511명

9.98%

7

싱가포르

181명

3.53%

3

독일

506명

9.88%

8

일본

171명

3.34%

4

프랑스

287명

5.60%

9

네덜란드

166명

3.24%

5

캐나다

206명

4.02%

10

스페인

102명

1.99%

22

국가

장학

국가

파견 인원

Middle East &
Africa

명

장학생 누적
개국

오세아니아

33

명

5,117

명

연도별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인원

전체인원 대비 비율
2016
2017
2018

450명
500명
550명

2018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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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환 장학

전 세계를 무대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젊음을 응원합니다.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사람으로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

‘미래에셋은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라는

지원 대상

슬로건 아래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교환 장학사업을

모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을 취득한 4년제 대학 학부생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원 속에서

재단이 정한 성적 및 경제적 여건 기준 충족자

세상을 배우고 경험하는 장학생들은
더 큰 꿈과 더 명료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 내용
교환학생을 위한 학업 및 생활지원

미래에셋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주/유럽 700만 원, 아시아 500만 원)

대학과 전공의 제한을 없애고
면접과정을 과감히 생략하는 등

선발 시기

더 많은 대학생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가을학기 파견 대상자

그 결과 2018년까지 총 누적 장학생 수

선발요강 발표 및 모집 : 2018년 3월 / 합격 발표 : 6월

5,000명을 돌파하며 대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장학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봄학기 파견 대상자
선발요강 발표 및 모집 : 2018년 9월 / 합격 발표 : 12월

선발 인원
21기 봄학기 파견 250명, 22기 가을학기 파견 300명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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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파원

체코를 더 깊고 다양하게
볼 수 있었던 기회

너와 나를 잇고 세계와 세계를 잇는
글로벌 특파원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에 지원하기 전, 글로벌 특파원들의 글을
읽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장학생이 된다면 다른 누군가도
저의 글을 읽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교환학생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매달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를 1개씩 작성하는 일은 쉽지

세계 각지에서 꿈에 도전하는 해외교환 장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문화, 경제, 지역에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는 과정은 새로운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관한 다채로운 정보들을 ‘글로벌 특파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체코어, 정말 배우기 어려울까?’라는 주제로 여러 나라 친구들의 생각을

먼저 해외에 나가 있는 선배 장학생들이 세계 곳곳의 크고 작은 정보를 전함으로써

취재하는 과정은 체코어에 관한 나라별 관점을 알 수 있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후배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동료 장학생들에게는 더 넓은 안목을 선사합니다.

교환학생이라는 기회를 통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듣고

2014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특파원을 통해 현재까지 8기 총 99명이 세계 각지에서

느끼며, 더 넓은 세상으로 주저 없이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들이 작성한 글로벌 리포트는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이 시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홈페이지와 장학생 개인 블로그에 소개돼 사람과 사람, 세상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드리며 제가 받은 것 이상의 더 큰 나눔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되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8기 전수현

중국에서 꿈꾸는 미래
제 꿈은 한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언론인 겸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대한

아랍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
언어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문화와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중동학과 학생으로서 아랍어와 문화적 요소 간의 관계를 탐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특파원 활동은 아랍의 문화를 이해
하고, 그들의 문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접한 무슬림은 종교 가치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고, 절대적인 법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며 알게 된 무슬림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폭넓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중국어로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을 사귀고, 글로벌 특파원으로
문화에 관한 취재를 하며 언어 실력은 물론 역사나 외교, 정치에 관한
‘중국의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불어오는 기술
변화의 바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제가 중국과 관련
된 콘텐츠를 만들거나 칼럼을 쓰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생활은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 큰
자부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8기 박수현

기준에 맞춰 상대를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편향된 일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복잡한 문제일수록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
습니다.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프로그램에서 느낀 점을 기반으로,
중동의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배워나가겠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8기 석상윤

QR코드로 접속하면 글로벌 특파원들이 작성한
다양한 ‘글로벌 리포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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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Day

나눔과 배움의
아름다운 선순환
Sharing Day

나눔의 가치를
다시 사회에 나누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빵 봉사
2018년 여름, 장학생 30여 명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한
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에 모여 제빵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받은 만큼 베풀어갈 때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미래에셋은
장학생들이 이러한 순리와 온정을 체득하도록 지난 2017년부터 Sharing Day를

이날 장학생들이 정성껏 만든 빵은 인근 장애인 및 아동양육
시설에 전달됐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Sharing Day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교환 장학생에 선발된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 경험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선배들은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출국을 앞둔 후배들은 생생한 노하우와 조언을 얻는 경험의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벽화 그리기

두 번째는 장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제빵 봉사, 벽화
그리기, 연탄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장학생들은 자신의 온정을
다시금 사회와 나누는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어갑니다.

2018년 가을에는 30여 명의 장학생들이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벽화 봉사활동을 펼쳤
습니다. 복지관 내 중앙정원은 이용자들의 재활 및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벽화봉사를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연탄나눔
2018년 겨울, 40여 명의 장학생들은 어르신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견과류, 비타민 등 어르신
들에게 필요한 먹거리로 구성된 웰빙키트도 함께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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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Day

Sharing Day
멘토·멘티
인터뷰
* Sharing Day에 참여한 멘토·멘티의
소감문 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합니다.

나눔이 나눔으로 전환되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의 Hogeschool Utrecht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앞둔 어느

멘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으로 교환학생을 준비하며 저는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떨칠

선순환 실천

날, 미래에셋박현주재단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바로 제4회 Sharing Day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출국 준비는 빠짐없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해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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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일을 확인한 순간 저는 잠깐의 고민도 없이 멘토로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선배 장학생들의 교환학생 노하우를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1월, 네덜란드 출국을 앞두고 불안했던 시기에 참석한

공유하는 Sharing Day 소식을 접했고, 선배들의 조언을 받기 위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Sharing Day가 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기억이 가슴 속에 따뜻하게 남아있었고,

Sharing Day에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국 준비부터 현지에서 외국인

교환학생 기간 동안 제가 느끼고 배운 것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친구와 교류하는 방법, 안전 관련 사항까지 선배 장학생 멘토가 교환학생 생활 전반에

Sharing Day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5명의 멘티를 만났습니다. 적극적인 호응 덕분에

대한 노하우를 세심하게 공유해주었습니다. 특히 덴마크 교환학생인 저를 위해 덴마크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로서 교환학생 파견 전의 불안한

교환학생을 다녀온 다른 장학생 동기에게서 노하우를 받아 공유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멘티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보다 교환학생 파견이 적고, 그래서 정보가 부족해 아쉬웠는데, 후배

저는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느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장학생을 위한 멘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덴마크 정착에 시행착오를 줄일

경험과 추억을 선물 받았습니다. 처음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21기에 지원할 때,

수 있었고, 덴마크의 전반적인 생활 시스템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했던 ‘나눔의 가치를 아는 가슴 따뜻한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라는

수 있었습니다. 다음 Sharing Day에는 저도 멘토로 참여해, 후배 장학생들에게 정보를

말을 마음에 품고, 항상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나누며 진정한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겠습니다.

제4회 Sharing Day 멘토

제4회 Sharing Day 멘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21기 한진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22기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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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곱하고
경험을 곱하고
문화를 곱하면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에게 지식의 물꼬를 터주고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한층 더 풍요로워집니다

잠재력 풍성한 아이들에게 경험의 자산을 더해주며
감수성 어여쁜 아이들에게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미래에셋은 아이들이 저마다 다른 총천연색 미래가 펼쳐가길 바라며
지혜로운 인재,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한 눈에 보는 인포그래픽

Social Welfare
Programs

누적 참가 인원수(명)

1,737

글로벌
문화체험단

누적 참가 인원수(명)

107

희망듬뿍
독서교육 워크숍

사회복지

누적 참가 인원수(명)

649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55

321

278

51

＊최근 3개년 수혜 내역
(2017년 실시 사업에 한해 2개년 데이터 기재)
＊누적 데이터는 사업 최초부터 2018년까지의 내역

23
198

197

26

29

44

50

19

16

8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99
누적 참가 인원수(명)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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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수

인원수

2016년

도서 지원 수

2017년

1,538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누적 참가 인원수(명)

120

여수 문화
체험캠프

2018년

391

(2017년 하반기 미실시)

308
204

누적 배포 교재수(권)

이중언어교재
지원

127,658

9,194

희망듬뿍
도서지원

교재 적용 언어(개)

누적 도서 지원수(권)

9

17

18

15,972

2016년

2017년

16,224

22,224

914

제주
희망 캠프

19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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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8년

2018년

누적 지원 기관수(곳)

150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58
42

1,852

32
24

2016년

2017년

103

102

93

1,331

2018년

15

누적 참가 인원수(명)

217

2018년

60

16

10

93,996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2017년

60

누적 도서 지원자수(명)

2016년

13
2017년

10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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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화체험단

세상 속에서
키워가는
꿈과 자신감
글로벌 문화체험단

이중언어교재 지원

글로벌 문화체험단은 미래에셋의 대표적인 청소년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넓은 세상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여정을 제공합니다. 3박
4일간 중국에서 이뤄지는 해외 탐방은 생생한 현지 생활 체험, 역사 이해, 기술 견학 등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총 1,737명의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자신의 꿈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언어로 배우는
하나된 자존감
이중언어교재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가 부모의 모국어를 모두 배우고 이를 통해 소통능력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재 개발·배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교재는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총 9개 언어로 제작했으며, 지금까지
총 12만 7,658권이 다문화가정에 전달되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PC와
모바일로도 볼 수 있는 전자책을 개발해 단어나 문장을 선택할 경우 원어민 발음을
지원하는 등 보다 편리한 형식의 이중언어교재를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소속 초등학생(4~6학년) 및 중학생

지원 대상

진행 시기

다문화가정 및 자녀

교재 배포 2018년 6월
전자책 개발 2018년 12월

지원 내용
3박 4일간 중국 상해 지역의 경제·문화·역사 탐방

지원 내용

(1차 101명, 2차 96명)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교재 배포(21,798권)
이중언어교재 전자책 개발(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진행 시기
1차 2018년 5월 19일~22일
2차 2018년 10월 11일~14일

전자책 이용 방법
PC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 ▶ 사회복지 ▶
엄마 아빠 나라말 학습교재 ▶ 교재 보기

모바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iOS 앱스토어 내
‘이중언어교재’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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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듬뿍 도서지원

맞춤으로 배달되는
나만의 책
희망듬뿍 도서지원

희망듬뿍 독서교육 워크숍

책은 공평한 스승이자 친근한 벗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책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책을 어려워하지 않도록 미래에셋은 도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희망듬뿍 도서지원은 책을 좋아하거나 책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나만의 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개인의 독서수준과 연령, 관심사 등을
고려해 책을 맞춤 선정함으로써 아이들이 책과 한층 더 친밀해지는 기회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독서 안내자의 지혜와

독서는 지혜와 생각을 키워주는 교육이기에 이를 지도하는 독서교육 담당자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

사회복지시설의 독서교육 담당자들이 아이들을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희망듬뿍 독서교육
워크숍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미래에셋은 단순히 책을 지원하는 단계를 넘어 각

독서교육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워크숍을 통해 어른의
지혜와 역량이 아이들에게 오롯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담당자 추천을 받은 만 6~18세 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지원 내용

독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및 체험활동(사회복지시설 독서교육 담당자 55명)

1인당 맞춤 도서 각 12권, 선정기관 담당자 각 6권
(아동·청소년 1,852명 22,224권, 144개 기관 864권)

진행 시기
2018년 4월 19일~21일

진행 시기
2018년 6월 1차, 11월 2차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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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전프로젝트

아이와 어른이 함께 키워가는
미래 비전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꿈과 비전은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나침반이기에 미래에셋은

지원 대상

아이들은 물론 이들을 지도하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및 종사자

비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메이커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지원 내용

코딩, 3D 프린팅, VR 시연, 로봇 기술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창의력,

아동 대상 메이커 교육(321명)

융·복합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합니다. 한편

종사자 대상 메이커 교육 워크숍(41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창의 메이커 교육 워크숍’을 개최해
창의활동 기획과 진행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시기
2018년 6월~12월(대상별 교육시기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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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금융진로교육

여수 문화체험캠프

평생을 관통하는
올바른 경제관과
진로 선택

아동·청소년기에 이뤄지는 금융교육은 경제관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사회와 미래를 바라보는 올바른 안목을 심어줍니다.

리더십을 배움으로써 인성의 깊이도 함께 성장시켜 나갑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산간지역 초·중학생 및 북한이탈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소속 중학생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체험형 금융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204명)

2박 3일간의 여수 문화체험캠프(60명)

진행 시기

진행 시기

2018년 5월~12월(대상별 교육시기 상이)

2018년 8월 6일~8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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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에 미래에셋은 금융교육의 기회가 적은 산간지역 아동·청소년과 북한
이탈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금융 및 진로교육를 실시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드게임, 경제신문 등 흥미로운 요소를 강의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 저축, 투자, 보험, 기부 등 금융활동 전반과 향후 진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체험으로 키우는

새로운 환경과 자극은 청소년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일깨워 주기에

상상력과 창의력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 여수에서 진행하는 문화체험캠프 역시 청소년

여수 문화체험캠프

미래에셋은 국내외에서 다각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탐방 프로그램으로 지역, 역사, 문화, 환경을 주제로 아이들이 신선한
지식과 경험을 체득하게 합니다. 아울러 2박 3일간의 단체생활에서 협동심과

2018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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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희망캠프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여행지에서 깨닫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새겨집니다. 미래에셋은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

초청해 2박 3일간의 제주 희망캠프를 진행했습니다. 2009년에 시작해 총

제주 희망캠프

이러한 추억을 우리 이웃과 나누고자 지역아동센터 이용 가족들을 제주도로

914명의 가족이 다녀간 제주 희망캠프는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가족 및 기관 담당자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의
감동과 즐거움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문화생활의 즐거움이 일상에 스며들 때 삶은 한층 더 여유롭고 행복해집니다.
미래에셋은 문화의 혜택이 아이들의 삶 속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문화체험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창의적인 사고를 성장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역아동센터

1일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내용
2박 3일간의 제주도 탐방(103명)

진행 시기
2018년 2월~6월(기관별 체험시기 자율 진행)

진행 시기
2018년 6월 14일~16일

활동 내용 및 지원 기관 수
총 58개 기관
자연생태탐방 13곳, 문화탐방 10곳, 역사탐방 8곳, 농촌체험 7곳,
목장체험 6곳, 기타(도예,과학,전통 등) 14곳

44

사회복지

2018 연차보고서

45

‘따뜻한 자본주의’는 이상이 아닙니다.

진심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실천을 나누면

미래에셋 19년 나눔의 역사 속에서 배려와 사랑이 깃든 따뜻한 자본주의는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가

우리의 힘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완성됩니다

때문에 미래에셋의 나눔은 늦출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나눔문화의 일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늘도 미래에셋은 우리 사회와 함께 걸어갑니다.

나눔문화

기부문화

Contribution
Programs

수혜기관 리스트
해외교환 장학(64개 대학교)

장학사업

64

개교

강원대

금오공대

상명대

순천향대

전남대

한국기술교육대

건국대

단국대

서강대

숭실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경기대

대구대

서울과학기술대

아주대

제주대

한국외대

미래에셋 임직원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통한 일상 속 기부로 배려가 있는 따뜻한

경북대

동국대

서울대

연세대

조선대

한국항공대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임원들은 매달 급여의 1%를 기부하는

경상대

동덕여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중앙대

한남대

경희대

동서대

서울여대

용인대

창원대

한동대

‘미래에셋 1% 희망나눔’에 참여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정기기부 ‘사랑합니다’

계명대

동아대

성공회대

울산대

충남대

한림대

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일시기부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고려대

명지대

성균관대

유니스트

충북대

한양대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임직원이 낸 기부금만큼 회사가 동일한

공주대

부경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홍익대

금액을 충당하는 1:1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를 통해 두 배의 기금을

광운대

부산대

세종대

인천대

포항공대

국민대

부산외대

숙명여대

인하대

한경대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635

개 시설

글로벌 문화체험단(46개 기관)

비전프로젝트 워크숍(메이커 교육 워크숍, 34개 기관)

지역아동센터: 구례지역아동센터 외 39곳

꿈이룸지역아동센터 외 33곳

아동양육시설: 사랑의집 외 5곳
청소년 금융진로교육(10개 기관)
이중언어교재 지원(196개 기관)

여명학교 외 9곳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5곳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수 문화체험캠프(15개 기관)
그린지역아동센터 외 14곳

기부참여 방법
희망듬뿍 도서지원(144개 기관)
지역아동센터: 가은지역아동센터 외 82

제주 희망캠프(10개 기관)

나눔의 기쁨을 더 많은 분이 누릴 수 있도록 재단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부하신 금액은 미래에셋이 다시 동일한

아동양육시설: 구세군대전혜생원 외 14곳

광동지역아동센터 외 9곳

금액만큼 충당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두 배 더 큰 사랑으로 전달합니다.

공동생활가정: 기쁨의우리집그룹홈 외 12곳

step 1

step 2

step 3

지역복지관 및 학교: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외 19곳

문화체험활동비 지원(58개 기관)

기타: 계양구 드림스타트 외 12곳

교리지역아동센터 외 57곳

희망듬뿍 독서교육 워크숍(51개 기관)

사회복지시설 후원(27개 기관)

지역아동센터: 가람지역아동센터 외 38곳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외 26곳

공동생활가정: 꿈사랑공동생활가정 외 8곳

(봉사활동 연계, 프로그램 및 물품후원)

아동양육시설: 새감마을 외 1곳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

기부문화

정기기부/일시기부 선택

기타: 안동시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비전프로젝트(메이커 교육, 44개 기관)
지역아동센터: 보라매지역아동센터 외 27곳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foundation.miraeasset.com
＊후원문의 T. 02)3774-7465 E. foundation@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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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우리집원 외 3곳
드림스타트: 금천드림스타트 외 9곳
기타: 다비다모자원 외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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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atement
재정보고
2018년 수입 내역

2018년 지출 내역
2018년 총 수입금액

2018년 총 지출금액

6,829,064,395 원

5,558,641,289 원

모금비용 1%

기타수입 8%

일반관리비용 2%

기부금 92%

사업수행비용 97%

(단위 : 원)

(단위 : 원)

분배비용

기타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합계

3,522,795,470

108,528,152

84,234,470

23,513,410

3,739,071,502

글로벌 문화체험단

253,855,703

132,000,436

479,289,749

이중언어교재 지원

128,176,000

68,810,900

3,679,760

43,736,103

희망듬뿍 도서지원&
독서교육 워크숍

246,844,020

40,339,170

34,659,913

53

34,659,966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21,852,215

27,045,642

6월

1,934,809,193

108,372,432

2,043,181,625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97,241,750

-

116,065,692

23,513,410

1,637,068,724

7월

33,692,793

19,326,002

53,018,795

여수 문화체험캠프

31,944,158

28,974,056

8월

33,078,343

149,833,487

182,911,830

제주 희망캠프

84,682,659

44,590,340

9월

2,033,285,193

14,019,056

2,047,304,249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36,190,621

61,260,182

10월

33,282,193

78,722,687

112,004,880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164,184,250

29,497,520

11월

34,861,193

43,483

34,904,676

소계

4,587,766,846

541,046,398

200,300,162

47,026,820

5,376,140,226

12월

44,282,693

112,506,587

156,789,280

일반관리비용

-

32,455,532

81,729,303

23,513,410

137,698,245

합계

6,250,814,843

578,249,552

6,829,064,395

모금비용

-

31,845,244

12,957,574

-

44,802,818

기타사업비

-

-

-

-

-

4,587,766,846

605,347,174

294,987,039

70,540,230

5,558,641,289

월별

기부금

기타수입*

금액

1월

35,569,725

44,516,839

80,086,564

2월

1,561,176,678

-

1,561,176,678

3월

432,060,583

47,229,166

4월

40,056,343

5월

* 기타수입: 이자, 배당 등

구분
장학사업

사업
수행
비용

총계

복지사업

해외교환 장학

* 2018년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지출 분류
(분배비용_수혜자 직접 지원비용, 인력비용_인력관련 비용, 시설비용_운영에 사용되는 시설 관련 비용, 기타비용_분배·인력·시설 이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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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atement
재정보고
재무상태표
과목

제19기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합산(A+B)

공익목적사업(A)

기타사업(B)

운영성과표
과목
사업수익

자산

제19기 :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합산(A+B)

공익목적사업(A)

기타사업(B)

6,829,064,395

6,250,814,843

578,249,552

6,250,814,843

6,250,814,843

-

578,249,552

-

578,249,552

5,558,641,289

5,558,641,289

-

5,376,140,226

5,376,140,226

-

4,413,098,135

3,581,145,866

831,952,269

기부금수입

4,312,104,025

3,577,937,966

734,166,059

기타수입

3,207,900

3,207,900

-

97,786,210

-

97,786,210

비유동자산

20,761,136,528

46,415,371

20,714,721,157

장학사업수행비용

3,739,071,502

3,739,071,502

-

투자자산

20,714,721,157

-

20,714,721,157

복지사업수행비용

1,637,068,724

1,637,068,724

-

20,714,721,157

-

20,714,721,157

137,698,245

137,698,245

-

2,103,471

2,103,471

-

44,802,818

44,802,818

-

비품

11,750,580

11,750,580

-

사업이익

1,270,423,106

692,173,554

578,249,552

감가상각누계액

(9,647,109)

(9,647,109)

-

사업 외 수익

289,259

289,259

-

1,000

1,000

-

잡이익

289,259

289,259

-

1,000

1,000

-

사업 외 비용

10,000

10,000

-

44,310,900

44,310,900

-

무형자산폐기손실

4,000

4,000

-

44,310,900

44,310,900

-

유형자산폐기손실

6,000

6,000

-

25,174,234,663

3,627,561,237

21,546,673,42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578,249,552

-

578,249,552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422,898,723

422,898,723

-

1,115,351,536

1,115,351,536

-

-

-

-

1,115,351,536

1,115,351,536

-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미수금
선급법인세

투자유가증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자산총계
부채

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유동부채

5,345,240

5,345,240

-

법인세차감전당기운영이익

예수금

5,345,240

5,345,240

-

법인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78,249,552

-

578,249,552

부채총계

583,594,792

5,345,240

578,249,552
* ‘사업비용’ 세부내역: 51페이지 ‘2018년 지출 내역’ 참조

순자산
기본순자산

20,800,000,000

-

20,800,000,000

보통순자산

3,622,215,997

3,622,215,997

-

잉여금

3,622,215,997

3,622,215,997

-

순자산조정

168,423,874

-

168,423,874

순자산총계

24,590,639,871

3,622,215,997

20,968,423,874

부채와 순자산 총계

25,174,234,663

3,627,561,237

21,546,673,42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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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우리의 목적은 재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의 책임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견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2018년 12월 31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감사의견 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기초가 되는 거래와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동 43층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지배기구의 책임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명일회계법인 대표이사

명장호

(인)

책임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재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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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9년 3월 27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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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현황

기타 재단 소식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자

누적 참가 인원수(명)

267,758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미래에셋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중심으로 계열사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18년 간 26만여 명의 인재를 지원해왔습니다.

2018년 12월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해외교환 장학생

유공자 부문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재단은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했으며, 글로벌 문화체험단,
희망듬뿍 도서지원, 비전프로젝트, 금융진로교육등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보호와

누적 참가 인원수(명)

5,117
국내 장학생

글로벌 투자전문가

누적 참가 인원수(명)

누적 참가 인원수(명)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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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왔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투명성·재무안전성 평가 ‘만점’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한국가이드
스타의 공익법인 정보공개 투명성·재무안정성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상해 글로벌체험

경제/진로교육

통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서 결산서류를 제공받아
공익법인 평가지표인 GSK2.0을 적용해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누적 참가 인원수(명)

14,254
56

누적 참가 인원수(명)

244,926

평가는 2018년 10월 공개한 2017년에 대한 공시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국세청에 의무 공시하는 국내 공익법인 8,276곳
중 131개 법인만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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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내일의 꿈을 미루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래에셋은 아이들의 잠재력과 청춘들의 열정이
온전하게 성장해 세계와 미래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미래를 더 기대하며
아이들과 청춘의 꿈을 응원하는 미래에셋으로 곁에 있겠습니다.

2018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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