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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설립(초대	이사장	변형윤)

	 •미래에셋	국내	장학생	선발

2003	•공부방	희망도서	지원

2007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글로벌	문화체험단	실시

2008	•기부운동	‘사랑합니다’	시행

2009	•국내	및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확대

	 •아동복지부분	서울시장상	수상															

2011	•미래에셋	임원	‘미래에셋	1%	희망나눔’	시행

	 •희망의	공부방	새단장	실시

	 •청소년	희망보드	프로젝트	실시

2012	•제2대	이사장	이기수	취임

	 •미래에셋	매칭그랜트	시행

2013	•맞춤식	도서지원	‘희망듬뿍’	실시

2014	•미래에셋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자	10만	명	돌파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실시

	 •성실공익법인	지정

2016	•희망듬뿍	독서교육	워크숍	실시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실시

2017	•미래에셋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자	20만	명	돌파

2018	•제3대	이사장	정운찬	취임

	 •보건복지부장관상	지역아동센터	지원부문	수상

2019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

	 •미래에셋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자	30만	명	돌파

HISTORY

2000년	3월	첫발을	내디딘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어느덧	스무	해를	맞이했습니다.	재단의	

발걸음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년간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젊은이들이	가진	가능성과	도전에	집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활기찬	사회를	지향하고,	그	

도전의	기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체득한	다양한	학문과	

문화,	가치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글로벌	경쟁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요구되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인재입니다.	새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전이	가능성이	되고,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미래를	위해	재단은	 20년을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해외교환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폭넓은	

지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따뜻한	지원을	펼쳐	왔습니다.

우리는	꿈을	향한	쉽고	빠른	길이	아닌	더욱	가치	있는	길의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끝없는	바다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	그래서	나만의	배로	항해하는	

법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만들어	가고	있는	내일을	위한	길입니다.	

푸른	꿈에	대한	믿음,	밝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힘찬	발걸음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0th ANNIVERSARY
인사말

미래에셋박현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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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우리는	성장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수많은 젊은이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그 성장이 우리의 내일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도전이 만드는 더 나은 미래,

그 가치 있는 도전에 미래에셋이 함께하겠습니다.

FUTURE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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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미래에셋은,	세계를	무대로	자본시장의	새로운	길을	개척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또한	도전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	프로그램으로	젊은이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며	자신의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마다	가진	

가능성의	깊이는	무한하고	그들이	가진	열정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도전이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미래에셋이	함께하겠습니다.	

Scholarship
Programs

FUTUREGROWING

미국 2,026명

중국	564명

싱가포르	191명

일본	213명

독일	629명

네덜란드	188명

스페인	150명

영국	233명

프랑스	340명

캐나다	242명

50
파견 국가 수

대륙별 해외교환 장학생 지원 비율

국가별 해외교환 장학생 지원 현황 (최다선발 10개국)

개국

5,817
장학생 수

명

북아메리카•39%

남아메리카•1%

중동•1%

오세아니아•1%

아시아•21%

유럽•38%

••••••••••••••••••••••••••••••••••••••••••••••••••••••••••••••••••••••••••••••••••••••••••••••••••••••••••••••••••••••••••••••••••••••••••••••••••••••••••••••••••••••••••••••••••••••••••••••••••••••••••••••••••••••••••••••••••••••••••••••••••••••••••••••••••••••••••••••••••••••••••••••••••••••••••••••••••••••••••••••••••••••••••••••••••••••••••••••••••••••••••••••••••••••••••

* 사업 최초부터 2019년까지의 누적 장학생 수 

장학



1716

OPEN
우리는	희망을	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깨우는 경험의 기회를 넓히고 

그 기회가 아이들의 마음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따뜻한 희망,

그 따스한 온기를 더 크게 전하겠습니다.  

HOPE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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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혜택으로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문화의	혜택으로	한	차원	높은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다양한	경험이	

생각을	키우고,	그	생각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환경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생활의	

감동을	주는	문화	혜택을	제공하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열어가겠습니다.	

Social Welfare
Programs
사회복지

16,121
주요	프로그램	누적	수혜자	수

HOPE

OPEN TO 

글로벌	문화체험단

희망듬뿍	도서지원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1,968

11,056

1,676

1,421

명

명

명

명

명

* 사업 최초부터 2019년까지의 누적 수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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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SHARE

우리는	가치를	나누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나눔이 사회 곳곳으로 번져가고

그 마음이 꼭 필요한 이에게 더 큰 가치로 전해지도록

함께하는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가치,

그 아름다운 여정에 미래에셋이 앞장서겠습니다. 

2120



2322

VALUE

Contribution
Programs
나눔문화

868
기부금	누적	금액

재단 설립 ~ 2019년 말 기준

억	원약

SHARING

정기기부	‘사랑합니다’
미래에셋	직원	대상	

정기기부	프로그램

매칭그랜트

임직원이	기부한	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기부

임직원봉사단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봉사활동

미래에셋	1%	희망나눔

매달	급여의	1%를	기부하는

미래에셋	임원	대상	정기기부

Since 2011

Since 2008

Since 2012

Since 2008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미래에셋은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하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나	일회성	봉사활동에서	끝나는	형식적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정기적	

지원과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눔의	참된	의미를	실천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드는	나눔의	손길이	더	넓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미래에셋이	나눔의	파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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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재단	소개

OVERVIEW	•재단소개

장학

해외교환	

장학사업

사회복지

청소년	

교육·문화·체험	지원

나눔문화

기부와	봉사

사업	분야

이사회

비전

이사장•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KBO	총재

이사•유희주

전)	HSBC	은행	강남본부장

이사•이두형

전)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사•이상용

전)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사•조국환
에이치더블유컨설팅	상임고문

이사•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이사•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감사•백창현

전)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감사•이종철	

삼일회계법인	대표

미래에셋은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GROWTH OPEN

SHARE



활동보고서 2020미래에셋박현주재단 2726

OVERVIEW	•2019 in Brief

Jan.

Feb.

Mar. Apr.

1.24.

제5회	Sharing	Day

해외교환	장학생	24명이	한자리에	모여	

교환학생	생활의	생생한	노하우를	다함께

공유하고,	전	세계의	기후난민	신생아들을	

돕기	위한	신생아	희망싸개	캠페인에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외교환 #장학생 #희망싸개

1.16. ~ 1.19.

제20회	글로벌	문화체험단

전국	26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102명은	

3박	4일	동안	중국	선전에서	교육과	체험이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번	해외	탐방을	통해	글로벌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문화체험 #청소년 #선전

 2.18. ~ 2.27.

2019	메이커	플레이	캠프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미래에셋	

메이커	플레이	캠프는	전국	40개	지역아동

센터의	초등학생	311명과	함께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지역

에	따라	나누어	총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메이커교육 #초등학생 #창의력

5.18. / 5.25. / 6.1. 

제2회	창의	메이커교육	워크숍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활동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131명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

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별로	나누어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체험활동 #창의력 #아동복지시설

 3.27.

2019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아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앙일보	포브스가	주최

하는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어린이·청

소년복지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회공헌대상 #어린이  #청소년복지
 6.28.

제7회	희망듬뿍	도서지원	

전국	1,862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책을	

소유하는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	개인의	독서

수준과	연령,	관심사	등을	고려해	1인당	

12권의	맞춤	도서를	제공했습니다.

#도서지원 #아동 #청소년

 7.3.

제24기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	프로그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교환학생	장학사업으로	상반기	

350명의	해외교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

증서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해외교환 #장학생 #350명 #수여식

 7.26.

제6회	Sharing	Day	

75명의	미래에셋	장학생들은	에너지가	

필요한	빈곤	국가로	전달하기	위한	태양광	

랜턴을	제작하고	선배	장학생들이	해외	파

견을	통해	얻은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외교환 #장학생 #태양광랜턴

4.25. ~ 4.27.

제4회	희망듬뿍	독서교육	워크숍

아동복지시설	내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사회

복지사	61명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아이들을	위한	독서교육	

방법의	질을	높이고	교육	방식의	다양성을	

배우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독서교육 #역량강화 #사회복지사

May

Jun. Jul.

2019	in	Brief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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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자율실시  

12.30.

10.2. ~ 10.5.

2019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전국	60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들

에게	농어촌체험,	직업체험,	전통문화	탐방	

등	평소	체험해	보고	싶었던	문화활동을	지원

함으로써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미래에셋	인재육성	프로그램	

누적	참가자	30만	명	돌파

미래에셋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래에셋은	장학	

및	금융·진로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연령대에	맞는	다양

한	프로그램을	광범위하면서도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5기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2020년	봄	학기에	파견될	해외교환	장학생	

350명을	선발하여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

했으며	이번	수여식에서는	버킷리스트	제작,	

교환학생	파견	각오를	다지는	영상	상영	등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제21회	글로벌	문화체험단

전국	30개	아동복지시설	129명의	초등학

생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윤봉길	

기념관	등을	탐방하고	문화적,	경제적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문화체험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미래에셋 #인재육성 #30만 명

#해외교환 #장학생 #350명 #수여식

#글로벌 #문화체험 #초등학생 #상해

Agu. Oct.

Dec.

2019 
in 
Brief

BUSINESS AREAS
사업	소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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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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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

꿈이란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것입니다.

미래	인재들의	꿈을	향한	가슴	뛰는	열정과

도전	가득한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미래에셋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교환	장학사업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은	대학

이나	전공의	제한이	없으며	복잡한	면접	심사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

니다.	세계를	향한	도전을	꿈꾸는	인재들을	여러	잣대로	저울질하기	

보다	진심을	담은	자기소개서	한	장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기회를	

열어줍니다.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사업은	2007년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의	젊

은이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인재들이	도전을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국가별	파견	장학생	수

BUSINESS	AREAS•장학

지원대상

모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을	취득한	4년제	대학	학부생으로	

재단이	정한	성적	및	경제적	여건	기준	충족자

지원내용

교환학생을	위한	학업	및	생활지원

(미주·유럽	700만	원,	아시아	500만	원)

진행시기

가을학기	파견	대상자

선발요강	발표	및	모집:	2019년	3월•합격자발표:	2019년	6월

봄학기	파견	대상자

선발요강	발표	및	모집:	2019년	9월•합격자발표:	2019년	12월

선발	인원	및	소속	대학

2017 2018 2019

107

550

116

650

106

500

선발 인원(명)

소속 대학(개교)

국가 2017 2018 2019

미국 119명 121명 119명

독일 71명 90명 100명

중국 40명 33명 43명

프랑스 24명 39명 40명

일본 16명 35명 40명

합계

국가 2017 2018 2019

스페인 20명 23명 38명

캐나다 18명 24명 38명

영국 20명 22명 26명

네덜란드 22명 32명 21명

그	외 150명 131명 185명

500명 550명 6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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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글로벌	특파원

AUSTRIA
SINGAPORE

바른	정보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미래에셋은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전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	또한	나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특파원은	해외교환	장학생들의	기자단	활동으로,	교환학생	

생활	노하우와	파견국의	흥미로운	문화,	경제,	금융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2명의	글로벌	특파원들이	몽골의	

대자연,	싱가포르의	1센트	계산법,	스웨덴의	현금	없는	사회	등	현지	

생활을	통해	겪은	각	나라의	흥미로운	정보를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전달하며	정보의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특파원	활동을	위해	매달	콘텐츠를	기획하는	활동은	제가	생활했던	오스

트리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관찰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파원	

활동이	아니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법한	오스트리아의	문화나	역사를	

깊게	관찰하고	취재하면서	교환학생	생활을	더욱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었

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생활을	생생히	추억	할	수	있는	4개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하였습니다.	그중	‘교환학생	요점정리’는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	형식으로	제작하여	가장	애착이	가는	콘텐츠입니다.	사실	처음	해	

보는	종류의	촬영이라	실수도	많았고,	편집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과	공을	

들였던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완성된	영상이	조금	미숙하기는	하지만	꼭	

도전해	보고	싶었던	종류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파원	활동을	통해	교환학생	생활을	글이나	영상으로	꾸준히	남기는	것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짧고	귀한	교환학생	기간을	조금	더	특별하게	

남기고	싶으신	분들이나	교환학생	생활을	계기로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시작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견을	준비하는	교환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지원한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이지만	저에게	더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사소한	차이지만	분명히	다름이	느껴지는	그들만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글로써	녹여내는	과정이	교환학생으로서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제	선정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싱가포르에서의	일상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배움의	도전정신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어느	하나	아끼지	않는	것이	없지만,	특히	

싱가포르	화폐에	관련한	기사가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하나씩	비교하며	싱가포르의	

화폐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현지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싱가포르의	화폐사용을	이해함으로써	기사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의미	있는	대외활동과	만족감,	그리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활동이	제게는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미래

에셋	장학생이라면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Why	not?	Just	try!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10기	지수빈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10기	김도희

글로벌	특파원	SNS	활동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은	재단	홈페이지	내	

글로벌	리포터	메뉴,	블로그,	카드뉴스,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글로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포터 바로 보기

주요기사 바로 보기주요기사 바로 보기

BUSINESS	AREAS•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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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Sharing	Day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생각을	공유하며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어갑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Sharing	Day는	해외교환	장학생들이	모여	

멘토링과	봉사활동을	통해	정보와	마음의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먼저,	정보의	공유를	실천하며	해외교환	장학생들간의	멘토링	활동을	

이어갑니다.	해외교환	장학생	생활을	마친	선배	장학생들이	출국을	

앞둔	후배	장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나누며	네트워크를	단단히	해	나갑니다.	이와	함께	정성	어린	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수혜자에서	기부자로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만족·매우만족

보통	4.4%

불만·매우불만	0%

95.6%
멘토링	활동	만족도

신생아	희망싸개	제작

2019년	1월,	해외교환	장학생	24명은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

에서	실시하는	신생아	희망싸개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신생아	희망

싸개	캠페인은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처한	기후난민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외교환	장학생들은	

손싸개와	산모용	출산키트를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방글라데시	재해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태양광	랜턴	제작

2019년	7월,	75명의	해외교환	장학생들이	밀알복지재단에서	진행

하는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은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에	직접	조립한	태양광	

랜턴을	보내는	에너지	나눔	활동입니다.	해외교환	장학생들이	제작한	

태양광	랜턴은	아프리카	지역	어린이들의	희망을	키우는	빛으로	전달

되었습니다.	

제6회	Sharing	Day	멘토·멘티	참여자	

46명	대상	설문조사

BUSINESS	AREAS•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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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꿈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화	마케터입니다.	여러	나라의	문화를	느껴보고	그들이	좋아

할	만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교환학생으로	지내는	모든	순간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입니다.	해외교환학생으로	처음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는	낯선	곳에서	홀로	생활해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6개월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보니	남은	시간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외국	친구들에게	한식을	대접하며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전공	수업을	들으며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고	외국어로	발표하는	일상들이	아직도	새롭고	신기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현지인처럼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나	프랑스의	정취를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순간들을	사진과	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고	내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교환	장학생	생활을	통해	새로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고	도전

하면서	더	큰	자신감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외교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사진과	

수여식에서	작성한	버킷리스트를	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은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고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자신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2020년	프랑스	파견

START
더	큰	성장을	향한	첫걸음

제25기	해외교환	장학생•신	진	욱 FRANCE

BUSINESS	AREAS•장학

SPECIAL	STORY	1

꿈을	키우는	장학생	이야기

2007년	12월,	100명의	제1기	해외교환	장학생들이	세계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년간	5,817명의	해외교환	장학생들은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세계	50개국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세상을	향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해외

교환	장학생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처음	만나는	낯선	세상에서	막연한	두려움은	용기가	되었고	불안한	내일은	희망이	되었

습니다.	미래에셋과	함께한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더	넓은	세상으로	당당하게	전진하며,	

젊음의	쉼	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가장	반듯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에셋은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각자가	지닌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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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이루어준	가치있는	시간

저는	외교관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리스본대학교	정규학부에	최초의	대한민국	학생으로	파견되어	학업	활동은	물론	세계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대외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직접	교내	한국어-포르투갈어	언어교류	모임을	

만들었으며,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기획하여	한국	역사	강의,	한복	패션쇼,	한식	소개,	K-pop	댄스	경연

대회	등	다양한	주제의	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리스본	코메르

시우	광장에서	페이스페인팅	행사를	진행하며	현지인들과	생생한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계기로,	그다음	학기에는	브라질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

사관	경제과에	인턴으로	파견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외교	현장에서	국제사회의	협약과	담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뜻깊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14기	외교부	서포터즈	활동을	수행하며	‘한중	우호	카라반	국민	대표단	100인’,	‘한-아프리카	

국민외교사절단’등의	외교사절	활동을	통해	전	세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국제교류	활동들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주)울타리스쿨	멘토링	강연자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국제

교류	경험을	나눠주고,	함께	성장해가는	도약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으로	활동한	6개월은	제	인생의	연대기	속에서	특별한	경험들과	성과를	만들어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탁월하게	적응해가며,	저	자신만의	영역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강인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으로	지원할	당시	저는	군대	제대	후에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던	중이었

습니다.	영국에서의	해외교환	장학생	생활은	저의	꿈을	이루는	든든한	바탕이	되었고,	저는	미래에셋증권	

인턴을	거쳐	당당히	공채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경험은	유럽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사람을	만난	여행입니다.	당시	저가	항공을	활용하기	위해	공항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여행하는	동안은	꼭	호스텔에서	숙식하며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하며	좀	더	여유롭게	다양한	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어	해외교환	장학생	생활은	저에게	

잊히지	않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기간에	각	금융회사에서	런던	주재원으로	나오신	분들을	뵐	기회가	있었고	런던의	금융	중심

지인	‘런던시티’에도	여러	번	방문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국내	증권업,	투자

업의	최전선에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	애널리스트로서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터넷	산업을	분석하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글로벌	투자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교환

학생	시절에	가졌던	경험은	현재	애널리스트로서	활동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COMPLETE ACHIEVEMENT
빛나는	경험이	된	완벽한	여정

2018년	포르투갈	파견 2009년	영국	파견

제21기	해외교환	장학생•이	아	름 제4기	해외교환	장학생•정	용	제PORTUGAL  UNITED KINGDOM

BUSINESS	AREAS•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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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글로벌	문화체험단

		희망듬뿍	도서지원

		희망듬뿍	독서교육	워크숍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기타	프로그램

		희망을	키우는	창의교육	이야기

Social Welfare
Programs
더	넓은	혜택으로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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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글로벌	문화체험단

자신감이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믿으며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글로벌	문화체험단은	아동·청소년들에게	해외문화탐방의	기회를	제

공하여	자신감을	높이고	더	큰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에셋의	대

표적인	청소년	인재육성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에는	상해에서만	진행하던	해외	탐방을	중국	선전까지	확대

하여	더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가

한	아이들은	3박	4일간	중국의	과학,	생활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고	

경제활동	트렌드,	글로벌	기업	탐방	등	글로벌	안목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외에도	각	팀	별로	멘토와	전문	의료진을	배치하여	안전한	해외

탐방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소속	초등학생(4	~	6학년)	및	중학생

지원내용

중국의	경제·문화·역사	탐방

선전•102명	┃상해•129명

진행시기

선전•2019년	1월	16일	~	19일

상해•2019년	10월	2일	~	5일

참가	기관	수	

참가	인원	수	

99
197

2017•26개소

2017

2018•46개소

2018

2019•56개소

2019

명

명

231명

53 3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총	참가	기관	수(2019년)

개소 개소 56개소

.......................................................................................................................................................................................................................................................................................................................................................................................................................................................................................................................................................................................................................................................................................................................................................................................................................................................................................................................................................................................................................................................................................................................................................................................................................................................................................................................................................................................................................................................................................................................................................................................................................................................................................................................................................................................................................................................................................................................................................................................................................................................................................

(2017년	하반기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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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듬뿍	도서지원은	책을	구입하기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독서	

수준과	관심사	등을	고려한	맞춤식	도서를	전달하는	사업으로	아이

들이	책을	통해	생각을	키우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도서	제공이	아닌	아이들	개개인의	이름이	적힌	책	꾸러미를	

제작하여	나만의	책을	갖는	행복까지	함께	선물했습니다.	특히	2019

년에는	책	꾸러미에	독서카드를	추가해	책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을	

기억하고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희망듬뿍	독서교육	워크숍은	아동복지시설의	독서교육	담당자를	대상

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지도	방법을	교육합니다.	

참가자들은	재미있는	책	읽기,	흥미로운	독후활동	등	파주	출판도시

에서	2박	3일간	아이들이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

하며	열정	가득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독서교육은	책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각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독서교육	지도자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며	아이들이	책을	통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희망듬뿍	
도서지원

사회복지

희망듬뿍	
독서교육	워크숍

희망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책을	통해	희망을	키우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아이들의	두	손에	희망의	책을	선물합니다.	

독서교육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그렇기에	생각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	줄	

독서교육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학교	담당자의	추천을	받은	만	6세	~	만	18세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선정학생	1인당	맞춤식	도서	12권(1차	6권,		2차	6권)

선정기관	1곳당	도서	6권

진행시기

1차•2019년	6월

2차•2019년	10월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내용

독서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강의	및	체험활동

진행시기

2019년	4월	25일	~	27일

참가	인원	및	참가	기관지원	인원	및	지원	기관	

2017

2017

2018

2018

2019

2019

51144

22,224

55
1,852

59

128

22,344

61
1,862

26104

16,224

29

1,352

참가 인원(명)지원 인원(명)

참가 기관(개소)지원 기관(개소)

지원 도서(권)

BUSINESS	AREAS•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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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비전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과정의	시행착오를	통해	주체적으로	성장하며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합니다.	

메이커	플레이	캠프

청소년	비전프로젝트는	창의적으로	구상하고	새롭게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자신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참된	교육이라	생각하기에,	청소년	

비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메이커	플레이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아이들이	더욱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디자인씽킹을	기반	

으로	미래도시와	미션로봇을	제작하고	직접	만든	미션로봇으로	경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메이커	플레이	캠프를	통해	아이들의	꿈이	한	뼘	

더	자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창의	메이커교육	워크숍

미래에셋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쉽고	다양한	메이커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체험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자동연주	악기	제작,	빛과	그림자를	이

용한	놀이	등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나누었으며	체험활

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

된	창의	메이커교육	워크숍은	총	172명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과	

함께하며	미래교육에	대한	열정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내용

창의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강의	및	체험활동(1일	워크숍)

진행시기

서울•2019년	5월	18일,	25일

대전•2019년	6월	1일

2018* 2019

34

41

131

*2018년 첫 실시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이용	초등학생	4학년	~	6학년

지원내용

디자인씽킹	기반의	메이커교육	캠프

진행시기

서울•2019년	2월	18일	~	19일

여수•2019년	2월	21일	~	22일

부산•2019년	2월	26일	~	27일

BUSINESS	AREAS•사회복지

참가	인원	및	참가	기관 참가	인원	및	참가	기관

2017 2018 2019

44

321

40

103
311

16

278

참가 인원(명) 참가 인원(명)

참가 기관(개소) 참가 기관(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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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사회복지

기타	프로그램

자라나는	아이들이	일상의	기쁨을	만들며	

소소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문화의	혜택으로	감동을	선물합니다.

다양한	문화의	혜택이	생활의	새로운	감동이	되도록	2015년부터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	

자연,	역사,	과학,	도시	등	폭넓은	분야에서	문화체험을	진행하여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사고력과	활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기관에	따라	활동	및	예산을	자율적으로	계획함으로써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	매해	많은	기관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전국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

1일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교통,	식사,	체험	등	소요비용	일체•최대	200만	원

진행시기

센터별	자율	활동•2019년	7월	~	9월

지원	기관	수

2017 2018 2019

58

60

42

2019년	지원	현황

60
1,571

개소

명

지원	기관

지원	인원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올바른	금융습관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에	금융

교육의	기회가	적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정기	금융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주제가	아닌	금융사기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보드게임과	경제신문	등	쉽고	재미있는	체험형	학습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학교(정규학교·대안학교)

지원내용	정기	금융교육(강의,	체험활동)

진행시기	2019년	5월	~	12월(지원기관별	교육시기	상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입니다.	이에,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깨끗한	실내	환경을	만들고자	공기

청정기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원대상	전국	112개	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	미보유	시설	우선)

지원내용	지역아동센터	1곳당	공기청정기	1대	및	교체필터(3년분)

진행시기	2019년	6월

BUSINESS	AREAS•사회복지

지원 기관(개소)

2019년	지원	현황

4 개 학교

106명

지원	기관

지원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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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TORY	2

희망을	키우는	창의교육	이야기

만들	수	있다는	것의	가치

인류발전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새처럼	날	수도	

없고,	사자처럼	힘이	세지도	않고,	악어처럼	헤엄치지도	못하는	인간이	지금	

지구의	주인이	된	이유이지요.	도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	능력

을	확장하고	생각을	실현하고	삶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라는	도구로	지식과	경험을	전하고,	붓이라는	도구로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속이	빈	막대에	구멍을	내어	음악을	만들었고,	연필이라는	

도구로	책을	엮어냈습니다.	돌을	깨	날을	만들어	동물들로부터	지키고,	가죽

을	얻어	추운	지역으로의	삶의	범위를	넓혔지요.	왜	누가	이러한	도구들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도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도구이고,	그	필요성	때문에	도구가	만들어지는	것

입니다.

도구의	의미에서	찾는	메이커교육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능력을	넓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는	과연	어떤	것들이	도구가	될까요?	메이커교육

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메이커활동이	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지	도구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도구는	그	모양대로	수

백	년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더	낫게	바뀌고	그	과정

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인류가	과학과	문명을	발전	시켜

온	과정입니다.	나뭇잎으로	지었던	집이	흙으로,	나무로,	벽돌로,	시멘트로	

금속과	유리로	진화하면서	건축이라는	기술이	변화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재료의	변화는	결국	도구들이	바뀌게	되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커교육은	메이커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도구와	기술을	익혀	가는	

과정입니다.	미래	아이들이	무엇이	될지	모르는데	왜	도구와	기술을	모든	

아이들이	배워야	할까?	그것은	만들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의융합적	문제해결력의	3가지	핵심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만들려고	하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왜	만들지,	

둘째,	어떻게	만들지,	셋째,	생각한대로	작동하는지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필요를	느끼는	과정입니다.	

어떻게든	아이들로	하여금	배움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

는데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것은	생각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이	3가지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창의융합적	문제해

결력의	핵심입니다.	한	번도	예상하거나	만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지며,	작은	문제라도	해결해	본	아이들은	

보다	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SSAY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메이커교육이	무엇일까요?	왜	필요할까요?

글	㈜브레이너리메이커스	대표	정	종	욱

메이커교육의	의미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메이커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아야	할까요?	모든	아이들이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은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지	문제해결력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든	아이들이	삶에서	같은	문제를	만난다면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의미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세상에서	만날	문제들이	모두	

정답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모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고	거의	모든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교육에서	아이들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만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자신

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도전해	보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다양한	것을	도전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세	아이들의	놀이는	미래	아이들이	살아갈	삶을	경험해	보는	것

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의	놀이는	컴퓨터상의	게임이나	스마트

폰의	영상이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들을	생산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만들게	됩니다.	

역사는	항상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만드는	과정으로	미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바랍

니다.	메이커교육은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의	아이들에게	중요한	경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메이커교육에서	찾는	융합적	사고

메이커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융합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목을	개별적으로	배우고,	대학에서	전공이라는	것을	

통해	전문	분야의	지식을	배웁니다.	미래의	문제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

하다면	미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나누어	각각을	배워갈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래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른다면	이제	

더	이상	개별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의	융합이라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융합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개별	과목들을	섞는	방법은	무수히	많고,	

어떤	조합이	가치	있는지	미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	

융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만들든	

우리는	수학,	과학,	공학,	예술,	기술	등	다양한	지식을	함께	사용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메이커교육이	최고의	

융합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래..

미래,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기에	두려울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만큼	배운	지식을	

모두	사용하고,	다양한	경험을	융합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Forbs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교육이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학교에	메이커스

페이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커교육을	통해	창의융합적	문제해결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메이커교육은	지식을	암기하는	것도,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메이커교육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스스로	창의

적이고	융합적으로	해결해	보는	미래를	위한	시뮬레이션입니다!

2019년	‘미션로봇	만들기’

2017년	‘피지컬컴퓨팅’ 2018년	‘3D프린터로	나만의	화폐	만들기’

BUSINESS	AREAS•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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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

		기부문화

		함께하는	미래에셋	이야기

Contribution
Programs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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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

기부문화	

나눔의	시작은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미래에셋은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함께	나누는	기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임직원은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하며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의	1%를	기부하는	‘미래에셋	1%	희망나눔’,	정기기부	

‘사랑합니다’	등의	기부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으며	자신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일시기부	등으로	기부	자체의	행복을	발견하고	있습

니다.	또한	임직원의	기부금액	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제도로	두	배의	기금을	마련하며,	기부

금은	미래에셋의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복지	사업에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교환	장학•67개	대학교(가나다 순)

글로벌	문화체험단

•56개	기관

지역아동센터	:	이포봉양지역아동센터	외	52곳

아동양육시설	:	새감마을	외	2곳

희망듬뿍	도서지원

•128개	기관

지역아동센터	:	가좌지역아동센터	외	35곳

공동생활가정	:	기쁨의우리집	외	9곳

아동양육시설	:	광주애육원	외	24곳

드림스타트	:	강진군드림스타트	외	36곳

지역사회복지관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외	7곳

학교	및	기타	:	명서초등학교	외	11곳

희망듬뿍	독서교육	워크숍

•59개	기관

고덕지역아동센터	외	58곳

청소년	비전프로젝트(메이커	플레이	캠프)

•40개	기관

임마누엘지역아동센터	외	39곳

청소년	비전프로젝트(창의	메이커교육	워크숍)

•103개	기관

꾸매그린지역아동센터	외	102곳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60개	기관

구립공릉지역아동센터	외	59곳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4개	기관

여명학교	외	3곳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112개	기관

하늘꿈이자라는집	지역아동센터	외	111곳

사회복지시설	후원

•8개	기관

동천일리하우스	외	7곳

(봉사활동	연계,	프로그램	및	물품	후원)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금오공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우송대	

유니스트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한밭대	

한성대	

한양대	

한예종	

홍익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foundation.miraeasset.com	

•후원문의	T.	02)3774-7465	E.	foundation@miraeasset.com

행복한	나눔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재단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여러분이	기부하신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여	두	배의	기쁨을	전달합니다.	

기부참여	방법

수혜기관	리스트(2019년 기준) 

STEP1.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	접속

STEP2.	

기부문화	메뉴	내	

기부안내	내용	확인

STEP3.	

회원가입	후	

기부유형	선택

67

570

개교

개 시설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일시기부

자유롭고	부담없는	

일시적인	

기부활동입니다.	

정기기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부활동입니다.	

특별한기부

갑작스런	재난이나	재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하는	기부활동입니다.	

BUSINESS	AREAS•나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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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TORY	3

함께하는	
미래에셋	이야기

BUSINESS	AREAS•나눔문화

나눔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그	변화로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합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임직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자부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착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	

미래에셋	임직원봉사단	출범을	시작으로	미래에셋	임직원과	미래에셋

박현주재단은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서	정다운	동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탄나눔과	김장나눔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1사1촌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의	손길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쾌적한	환경	마련을	위한	벽화그리기,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에	간식을	제공하는	제빵봉사,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센터	방문봉사	등	미래에셋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

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다정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로	더	큰	

나눔을	실천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든든한	식사를	위한

김장나눔

정성을	담은	간식	선물

제빵봉사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아동복지시설	방문봉사

마음까지	환해지는

벽화그리기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를	위한

노인복지센터	방문봉사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농촌일손돕기

미래에셋박현주재단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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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출	내역2019년	수입	내역

기부금	

83%
사업수행비용	

86%
기타수입

17%

일반관리비	2%

모금비용	1%

기본순자산편입	11%

월별 기부금 기타수입* 합계

1월 	55,759,926	 	26,657,946	 	82,417,872	

2월 	404,218,973	 	48,946	 	404,267,919	

3월 	408,858,733	 	35,395,348	 	444,254,081	

4월 	47,488,233	 - 	47,488,233	

5월 	49,715,603	 	63,442,542	 	113,158,145	

6월 	2,367,723,403	 	80,868,199	 	2,448,591,602	

7월 	38,480,883	 	1,123,706	 	39,604,589	

8월 	37,076,403	 	750,116,548	 	787,192,951	

9월 	37,016,403	 	2,837,504	 	39,853,907	

10월 	41,806,403	 	149,582,984	 	191,389,387	

11월 	37,716,443	 	143,896,361	 	181,612,804	

12월 	1,893,986,403	 	55,247,346	 	1,949,233,749	

합계 	5,419,847,809	 	1,309,217,430	 	6,729,065,239	

기본순자산편입 	790,000,000	 	-	 	790,000,000	

총계 	6,209,847,809	 	1,309,217,430	 	7,519,065,239	

구분 	분배비용	 	기타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합계	

사업수행비용

장학사업 해외교환	장학 	4,102,832,420	 	142,511,703	 	110,181,665	 	23,907,920	 	4,379,433,708	

복지사업

글로벌	문화체험단 	316,845,453	 	172,240,733	

	94,153,262	 	23,907,918	 	1,438,488,756	

희망듬뿍	도서지원

&	독서교육	워크숍
	253,479,205	 	40,937,975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113,339,451	 	85,121,657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95,900,367	 -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193,826,280	 	48,736,455	

소계 	5,076,223,176	 	489,548,523	 	204,334,927	 	47,815,838	 	5,817,922,464	

일반관리비용 - 	50,254,706	 	81,364,012	 	23,907,932	 	155,526,650	

모금비용 - 	21,193,674	 	18,357,805	 - 	39,551,479	

기타사업비 - - - - 	-	

합계 	5,076,223,176	 	560,996,903	 	304,056,744	 	71,723,770	 	6,013,000,593	

기본순자산편입 	790,000,000	

총계 	6,803,000,593	

*기타수입: 이자 및 배당 수입

 

 
 

2019년	총	수입금액

 7,519,065,239 
2019년	총	지출금액

 6,803,00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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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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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과목 합산(A+B) 공익목적사업(A) 기타사업(B)

자산

유동자산 	18,526,467,731	 	3,568,137,228	 	14,958,330,503	

당좌자산 	4,855,381,863	 	3,568,137,228	 	1,287,244,635	

현금및현금성자산 	4,660,884,900	 	3,568,132,305	 	1,092,752,595	

미수금 	4,923	 	4,923	 	-	

미수법인세환급액 	194,492,040	 	-	 	194,492,040	

투자자산 	13,671,085,868	 	-	 	13,671,085,868	

투자유가증권 	13,671,085,868	 	-	 	13,671,085,868	

비유동자산 	8,141,377,894	 	45,370,411	 	8,096,007,483	

투자자산 	8,096,007,483	 	-	 	8,096,007,483	

투자유가증권 	8,096,007,483	 	-	 	8,096,007,483	

유형자산 	1,059,511	 	1,059,511	 	-	

비품 	7,819,370	 	7,819,370	 	-	

감가상각누계액 (6,759,859)	 (6,759,859)	 	-	

기타비유동자산 	44,310,900	 	44,310,900	 	-	

임차보증금 	44,310,900	 	44,310,900	 	-	

자산총계 	26,667,845,625	 	3,613,507,639	 	23,054,337,986	

부채

유동부채 	6,072,250	 	6,072,250	 	-	

예수금 	6,072,250	 	6,072,25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309,217,430	 	-	 	1,309,217,430	

부채총계  1,315,289,680  6,072,250  1,309,217,430 

순자산

기본순자산 	21,590,000,000	 	-	 	21,590,000,000	

보통순자산 	3,607,435,389	 	3,607,435,389	 	-	

잉여금 	3,607,435,389	 	3,607,435,389	 	-	

순자산조정 	155,120,556	 	-	 	155,120,556	

순자산총계  25,352,555,945  3,607,435,389  21,745,120,556 

부채와순자산총계 	26,667,845,625	 	3,613,507,639	 	23,054,337,986	

과목 합산(A+B) 공익목적사업(A) 기타사업(B)

사업수익 	6,729,065,239	 	5,419,847,809	 	1,309,217,430	

기부금수입 	5,419,847,809	 	5,419,847,809	 	-	

기타수입 	1,309,217,430	 	-	 	1,309,217,430	

사업비용 	6,013,000,593	 	6,013,000,593	 	-	

사업수행비용 	5,817,922,464	 	5,817,922,464	 	-	

장학사업수행비용 	4,379,433,708	 	4,379,433,708	 	-	

복지사업수행비용 	1,438,488,756	 	1,438,488,756	 	-	

일반관리비용 	155,526,650	 	155,526,650	 	-	

모금비용 	39,551,479	 	39,551,479	 	-	

사업이익(손실) 	716,064,646	 (593,152,784)	 	1,309,217,430	

사업외수익 	126,624	 	126,624	 	-	

사업외비용 	4,000	 	4,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309,217,430	 	-	 	1,309,217,4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578,249,552	 	578,249,552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14,780,608)	 (14,780,608)	 	-	

법인세비용 	-	 	-	 	-	

당기운영이익(손실) (14,780,608)	 (14,78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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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제20기	:	2019년1월	1일~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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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이사회	귀중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하"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

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

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법인의	재무제표는	법인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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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

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을	이행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법인의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9

년	3월	27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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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

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

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

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법인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법인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

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

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

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

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ㆍ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

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

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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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ㆍ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

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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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립니

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ㆍ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

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선일회계법인

대표이사	반	경	찬

2020년	3월	2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0년 3월 2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의 첨부된 법인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견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의견근거

기타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APPENDICES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PPENDICES



활동보고서 2020미래에셋박현주재단 6766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중심으로	

계열사	간	유기적	협력을	실현하며	20년간	31만여	명의	인재를	지원해왔습니다.	

9,446 14,839 290,430
장학사업 글로벌	문화체험 경제·진로교육

해외교환	장학생

5,817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1,676

글로벌	문화체험단

1,968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

12,871

3,445
국내	장학생

1,421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122
글로벌투자전문가	장학생

62
글로벌	장학생

11,056
희망듬뿍	도서지원

276,277
1사1교	금융교육	등

3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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