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활동보고서 2021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순간에는 저마다의 꿈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 담긴 용기와 열정, 간절함을 알기에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고개를 돌리면 볼 수 있는 곳에,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 없어 나아가지 못했던

그 모든 기회들이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희망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재단소개 장학 사회복지 나눔문화 결산보고 부록

재단 소개

비전

이사회

사업분야

미래에셋은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장학

해외교환 

장학사업

이사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유희주  l  전) HSBC 은행 강남본부장

이두형  l  전)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상용  l  전)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조국환  l  에이치더블유컨설팅 상임고문

최현만  l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박영숙  l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감사

백창현  l  전)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종철  l  삼일회계법인 대표

사회복지

청소년 

교육·문화·체험 지원

나눔문화

기부와 봉사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2000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미래에셋은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라는 비전 아래 

인재육성 중심의 장학사업 및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로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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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ALENT #GROWTH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이

세계 속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50
대륙별 장학생 파견인원 및 비율

•2020년 말기준 (2020년 가을학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선발 잠정적 중단)

해외교환 파견국가 수

해외교환 장학

독일•629명

싱가포르•191명

프랑스•340명

네덜란드•188명

미국•2,026명

스페인•150명

영국•233명

캐나다•242명
중국•564명

일본•213명개국

재단소개 장학 사회복지 나눔문화 결산보고 부록

5,817명
합계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1%•48명

1%•36명

1%•33명

21%•1,204명

38%•2,228명

39%•2,268명

•2020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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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장학 사회복지 나눔문화 결산보고 부록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

‘미래에셋은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교환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전을 꿈꾸는 젊은

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파견 국가의 제한 없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2007년부터 14년간 젊은이들과 함께해 온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 사업은 

2020년 봄 학기까지 총 5,817명의 장학생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미래에셋은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해외교환 장학생들의 안전을 고려

하여 2020년도 가을학기부터 신규 선발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2020년 봄학기에 파견된 

장학생의 경우 파견학교의 학사일정이 중단되거나 수업방식의 변화 등으로 갑작스러운 

혼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장학생 상황별 관리 및 장학금 처리 방안 가이드라인을 구축

하여 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미래에셋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인재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

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이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그로 인해 더 나은 내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으로 젊은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SCHOLARSHIP 
#GLOBAL 
#SAFETY

장학

장학사업 향후 계획

14
해외교환 장학 운영기간

년

미래에셋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교환 장학생들

의 안전을 위해 장학생-재단-소속대학 간 긴밀한 소통으로 신속하게 상

황을 파악하고 파견연기 및 취소, 중도귀국에 따른 상황별 지원 계획을 안

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교환학생 생활에는 어려움이 따

를 것으로 판단되어 해외교환 장학생 신규 선발 잠정 중단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셋은 안전한 상황 속에서 해외교환 장학 프로그

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 2019

650명

2020

116개교

550명

107개교

5,817
해외교환 장학생 수 

해외교환 장학생 및 소속 학교 수

명

350명

64개교

•2020년 말기준 (2020년 가을학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선발 잠정적 중단) •2020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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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의 해외교환 장학생들은 글로벌 특파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적응 노하우와 각국의 문화, 경제, 금융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폭넓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특파원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방식으로 콘텐츠를 발굴하고 취재하여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하며 정보의 나눔을 실천합니다. 글로벌 특파원

재단소개 장학 사회복지 나눔문화 결산보고 부록

MIRAE ASSET

#비타민

#깡

#오스트리아

#추억

•••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11기 최성은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은 ‘비타민’이다

교환학생으로 생활했던 5개월은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추억할 수 있을 것 같다. 남들보다 늦었다는 조바심도 

있었지만 해외교환 장학생은 대학생이면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기에, 인생의 비타민이 될 교환학생을 꼭 추천하고 싶다.

MIRAE ASSET

#나침반

#덴마크

#자전거

#혼란

#도전

•••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11기 서인선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은 ‘나침반’이다

코로나19로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교환학생 생활

은 나만의 방향을 찾고 새로운 꿈을 꾸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가 어느 순간 길을 잃는다면 덴마크에서 얻은 

깨달음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리라

고 믿는다.

MIRAE ASSET

#홀로서기

#프랑스

#코로나

#버킷리스트

•••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11기 신진욱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은 ‘행운’이다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기준만을 따르다 보니 나는 어느새 

도전은 ‘위험’이라 여기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내 인생을 용기 

있는 도전으로 채울 것이다. 

MIRAE ASSET

#캘리포니아

#쿠킹데이

#로드트립

•••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11기 이수현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은 ‘핸드드립 커피’이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걸어가지만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더욱 단단해졌다. 같은 원두라도 상황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핸드드립 커피처럼 교환학생 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나만의 커피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로벌 특파원 누적 수

183명

•2020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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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특별지원

코로나19의 1차 유행이 발생했던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의료진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미래에셋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사

회의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의료진을 위한 방호복, 마스크 등의 의료용품

과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용품 구매에 사용되었으며, 자가격리자를 위한 생

필품, 식료품 키트, 의료진 건강식품 키트 지원 등을 별도로 지원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

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태풍피해 취약계층 지원

2020년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집중호우, 태풍 등 연이은 재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

였습니다. 미래에셋은 지역사회의 피해를 빠르게 진단하여 태풍피해 지역 취약계층 2,490

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태풍, 코로나19 등 

피해 사례가 다양하고 개인별로 필요 사항이 상이함에 따라 일정금액을 분배 지원하여 지원

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글로벌 문화체험단 선정 기관 및 학생 대체 지원

미래에셋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해

외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했던 글로벌 문화체험단 프로그램을 아쉽지만 잠정적으로 중단하

고, 2월에 참가 예정이었던 기 선정 기관과 학생들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기관의 니즈에 맞춰 자체 기획 문화체험활동 또는 희망도서 및 책장을 지원하였고, 신학기

를 맞이했으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개인별 취향을 

고려한 책가방을 선물했습니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에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곳곳에 집중하며

특별기부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 향후 계획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은 물론 등교마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아동 · 

청소년들의 경제적 여건 및 가정환경에 따라 체험활동과 학습에 격차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며 비대면 형식의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도입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누구나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양질의 교육환경 

아래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에셋이 한발 앞서 준비하겠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재단소개 장학 사회복지 나눔문화 결산보고 부록

5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특별지원

억 원

2,490 10
태풍피해 취약계층 지원

명 억 원

89 21
글로벌 문화체험단 선정 기관 및 학생 대체 지원

명 개 기관

#COVID-19 
#SUPPORT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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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장학 사회복지 나눔문화 결산보고 부록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foundation.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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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 접속

기부문화 메뉴 내 

기부안내 내용 확인

회원가입 후 

기부유형 선택

미래에셋 임직원은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하며 기부문화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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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기부금액 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

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제도로 두 배의 기금을 마

련하며, 기부금은 미래에셋의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복지 사업에 전액 

사용하고있습니다.

기부참여 방법나눔의 시작은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미래에셋은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함께 나누는 기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

STEP1 STEP2 STEP3

재단 홈페이지(foundation.miraeasset.com) 바로가기

일시기부

•자유롭고 부담없는 일시적인 기부활동입니다.

정기기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부활동입니다.

특별한기부

• 갑작스런 재난이나 재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하는 기부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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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장학 사회복지 나눔문화 결산보고 부록

분기별 기부금수익 투자자산수익 금액

1분기  835,124,609  134,400,415  969,525,024 

2분기  117,861,209  190,932,520  308,793,729 

3분기  112,961,209  46,850,055  159,811,264 

4분기  131,403,259  687,306,407  818,709,666 

합계  1,197,350,286  1,059,489,397  2,256,839,683 

기본순자산편입  890,000,000  -  890,000,000 

총계  2,087,350,286  1,059,489,397  3,146,839,683 

(단위 : 원) (단위 : 원)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업수행비용

장학사업  1,731,265,368  94,332,423  25,497,017  31,166,497  1,882,261,305 

복지사업  1,574,201,884  64,915,657  25,497,017  31,306,097  1,695,920,655 

소계  3,305,467,252  159,248,080  50,994,034  62,472,594  3,578,181,960 

일반관리비용  -  119,712,233  25,138,169  54,458,578  199,308,980 

모금비용  -  37,827,171  -  30,689,278  68,516,449 

합계  3,305,467,252  316,787,484  76,132,203  147,620,450  3,846,007,389 

기본순자산편입  890,000,000 

총계  4,736,007,389

3,146,839,683  4,736,007,389
2020년 총 수입금액 2020년 총 지출금액

결산보고

기부금수익 66% 투자자산수익 34%

사업수행비용 76% 기본순자산편입 19%
일반관리비용 4% 모금비용 1%

 66%  76%

34% 19%

2020년 수입내역 2020년 지출내역

* 해당자료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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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장학 사회복지 나눔문화 결산보고 부록

과목 합산(A+B) 공익목적사업(A) 기타사업(B)

자산

유동자산 21,817,620,917 2,225,960,684 19,591,660,233 

당좌자산 3,349,251,362 2,225,960,684 1,123,290,678 

현금및현금성자산 3,181,713,442 2,224,976,084 956,737,358 

미수금 984,600 984,600 - 

미수법인세환급액 166,553,320 - 166,553,320 

투자자산 18,468,369,555 - 18,468,369,555 

매도가능증권 18,468,369,555 - 18,468,369,555 

비유동자산 4,085,504,509 49,646,263 4,035,858,246 

투자자산 4,035,858,246 - 4,035,858,246 

매도가능증권 4,035,858,246 - 4,035,858,246 

유형자산 4,526,863 4,526,863 - 

비품 15,153,270 15,153,270 - 

감가상각누계액 (10,626,407) (10,626,407) - 

무형자산 808,500 808,500 - 

소프트웨어 808,500 808,500 - 

기타비유동자산 44,310,900 44,310,900 - 

임차보증금 44,310,900 44,310,900 - 

자산총계 25,903,125,426 2,275,606,947 23,627,518,479 

부채

유동부채 7,275,331 7,275,331 - 

미지급급 66,691 66,691 - 

예수금 7,208,640 7,208,64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59,489,397 - 1,059,489,397 

부채총계 1,066,764,728 7,275,331 1,059,489,397 

순자산

기본순자산 22,480,000,000 - 22,480,000,000 

보통순자산 2,268,331,616 2,268,331,616 - 

잉여금 2,268,331,616 2,268,331,616 - 

순자산조정 88,029,082 - 88,029,082 

순자산총계 24,836,360,698 2,268,331,616 22,568,029,082 

부채와순자산총계 25,903,125,426 2,275,606,947 23,627,518,479 

과목 합산(A+B) 공익목적사업(A) 기타사업(B)

사업수익 2,256,839,683 1,197,350,286 1,059,489,397 

기부금수입 1,197,350,286 1,197,350,286 - 

투자자산수익 1,059,489,397 - 1,059,489,397 

사업비용 3,846,007,389 3,846,007,389 - 

사업수행비용 3,578,181,960 3,578,181,960 - 

장학사업수행비용 1,882,261,305 1,882,261,305 - 

복지사업수행비용 1,695,920,655 1,695,920,655 - 

일반관리비용 199,308,980 199,308,980 - 

모금비용 68,516,449 68,516,449 - 

사업이익 (1,589,167,706) (2,648,657,103) 1,059,489,397 

사업외수익 335,900 335,900 - 

사업외비용 - - - 

고유목적사업전입액 1,059,489,397 - 1,059,489,397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309,217,430 1,309,217,430 -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손익 (1,339,103,773) (1,339,103,773) - 

법인세비용 - - - 

당기운영이익(손실) (1,339,103,773) (1,339,103,773) - 

제21기 : 2020년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운영성과표재무상태표 제21기 : 2020년1월 1일~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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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소개 장학 사회복지 나눔문화 결산보고 부록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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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

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법인의 재무제표는 법인

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

고기간의 재무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

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

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

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

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

를 작성할 때,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 

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

배기구는 법인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법인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

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

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

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

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ㆍ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

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

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

지 못할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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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ㆍ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

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

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

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

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

건이나 상황이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ㆍ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

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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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5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1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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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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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중심으로 계열사간 유기적 협력을 실현하며 

21년간 32만 여명의 인재를 지원해 왔습니다.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현황

재단소개 장학 사회복지 나눔문화 결산보고 부록

323,477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자 

명 9,621
•해외교환 장학생 │ 5,817명

•국내 장학생 │ 3,558명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 122명

•글로벌 장학생 │ 124명

•글로벌리더 대장정 │ 13,006명

•글로벌 문화체험단 │ 1,968명

•경제교실, 스쿨투어, 1사1교 금융교육 등 │ 286,405명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 1,421명

•희망듬뿍 도서지원 │ 11,056명

장학사업 

명 14,974
글로벌 탐방

명 298,882
경제 · 진로교육

명

•2020년 12월 말 기준 누적 지원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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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곳은 화려한 명소가 아닙니다.

뒤늦은 후회가 아닌 새로운 기회를 볼 줄 아는 지혜와

나만의 고집이 아닌 모두의 고민을 위한 선한 행동,

이것이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도록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