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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선물했습니다. 

현재를 보는 눈과, 미래를 향한 눈입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와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에셋이 투자로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고객과 사회를 위해, 투자회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유니크한 투자 철학을 가진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래에셋의 본질입니다.”

미래에셋 글로벌투자전략가 박현주 
(2018년 미래에셋 해외 법인 임직원 대상 인사말 中)

WHO WE ARE



미래에셋센터원빌딩



13.913.1
11.7

8.6

15.4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자기자본 1위 운용사

2.1 조
미래에셋대우

국내 자기자본 1위 증권사

9.2 조
미래에셋생명
기타 계열사 포함

4.1 조

계열사별 자기자본 현황
(2019년 4분기 연결 기준, 단위: 원)

 15.4     
조 원

미래에셋은 업계 최초 자기자본 9조 원을 달성한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전 계열사에서 안정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룹 자기자본

2015 2016 2017 2018 2019

(단위: 조 원)

(2019년 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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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이익 연평균성장률(CAGR)
(2015년 ~ 2019년 기준)

그룹 세전이익

 14,651     
억 원

미래에셋은 그룹의 전략적 변화를 통한 과감한 M&A 추진으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여, 견조한 이익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7008,900

2,000

4,300

14,651

2015 2016 2017 2018 2019

(단위: 억 원)

국내법인

32 %
해외법인

76 %

해외법인
국내법인

4,040

8,240 8,200

1,500660

1,800

12,151

2,500

(2019년 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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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고객자산

460     
조 원

계열사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총 46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며,
특히 해외 법인 고객 자산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424417
360

187

460

2015 2016 2017 2018 2019

(단위: 조 원)

고객자산 연평균성장률(CAGR)
(2015년 ~ 2019년 기준)

해외법인
국내법인

173

14 342

17

392

25
51

389 409

35

(2019년 4분기 기준)

국내법인

24 %
해외법인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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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열사 고객자산 구성 현황
(2019년 4분기 기준, 단위: 원)

미래에셋생명

42 조

보험 
38조

펀드·신탁 
4조

169 조

국내 
126조

해외 
43조

미래에셋자산운용
* 멀티에셋자산운용,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포함

239 조

리테일 외
80조

리테일
159조

미래에셋대우
* 해외법인자산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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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미래를 위한 자산은 보다 안전하고 다양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몽골 
미래에셋대우

싱가포르 
미래에셋대우

인도네시아 
미래에셋대우

중국 
미래에셋자산운용(상하이)
미래에셋화신자산운용
미래익재자문(베이징)
미래에셋대우-베이징사무소
미래에셋대우-상하이사무소

베트남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파이낸스컴퍼니
미래에셋프레보아생명
미래에셋캐피탈베트남
비나디지털파이낸스플랫폼
미래에셋대우-호치민사무소

영국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인도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15 지역

글로벌 네트워크

32 

현지법인/사무소

17 년
미래에셋 해외 진출

(2019년 4분기 기준)

영국

몽골

홍콩 *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한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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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LA) 
미래에셋대우(뉴욕) 
Global X

캐나다 
Horizons ETFs

호주 
미래에셋자산운용 
BetaShares

콜롬비아 
Global X-콜롬비아사무소

브라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홍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일본  

Global X

18 위
글로벌 ETF 운용사 순위

  36 개국

금융상품 해외 수출

1,690
국내외 설정 펀드 수

미국(LA)
미국(뉴욕)

콜롬비아

캐나다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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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THINK
“투자 없이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와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투자전략가 박현주
(2017년 미래에셋 창립 20주년 기념사 中)



HOW WE THINK

판교 알파돔시티



2008
국내 최초 
역외펀드(SICAV) 
룩셈부르크 설정

2010
국내 최초 모바일 
주식거래 
서비스(MTS)  
개시

2019
미래에셋대우,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7
더 케이스센터(The  
Case Centre), 미래에셋 
금융혁신 사례 등재

2010
국내 최초 미래에셋 
성장스토리 하버드 
MBA 강의 교재 채택 

2007
국내 증권사 최초  
베트남 진출2006

국내 최초  
중국본토빌딩  
‘상하이  
미래에셋타워’  
투자

1998
국내 최초 뮤추얼펀드 
‘박현주 1호’ 출시

1997
국내 최초 전문 
자산운용사  
‘미래에셋투자자문’ 설립

2003
국내 최초 
해외운용법인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설립 2001

국내 최초  
랩어카운트 출시

Permanent Innovator  
- 차별성을 확보한 금융 혁신 
미래에셋에는 남과 다른 생각,  
새로운 관점에서 얻어진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습니다. 

Permanent  
Innovator  
미래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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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타이틀과 함께해 온 미래에셋 
미래에셋은 익숙했던 관습과 타협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며 투자기회를 만들어왔습니다. 변화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저축에서 투자’,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 ‘상품에서 자산배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미래에셋. 익숙한 현재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한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에셋 혁신 스토리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은 미래에셋의 성공 스토리를  
연구 교재로 채택했습니다. 2017년에는 세계적 
학술기관 ‘더 케이스 센터’에 미래에셋 금융 혁신 사례가 
등재되면서 또 한번 세계가 미래에셋의 투자와 혁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금융혁신, 대통령상 수상
미래에셋은 오랜기간 축적된 ‘투자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으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도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미래에셋대우가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해 글로벌화를 통한 국부 
창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한국국제경영학회에서 혁신적인 투자와 금융산업 
발전 기여를 인정받아 ‘글로벌경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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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 새로운 도전을 위한 글로벌화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은  
국내에 편중된 투자의 밸런스를 맞추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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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글로벌 ETF 플랫폼 
미래에셋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9개 지역에 
글로벌 ETF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별화된 투자전략 ‘Thematic approach’를 
비롯하여 다양한 관점의 투자 전략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ETF 투자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글로벌 투자 영역의 다각화
2006년 상하이 미래에셋타워 인수를 시작으로 
미래에셋의 글로벌 대체투자는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랜드마크 호텔 및 전 세계 
핵심 오피스 빌딩 등 우량 자산을 발굴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글로벌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미래에셋 투자역량
해외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수의 미래에셋 펀드가 
세계적 펀드평가사 모닝스타의 최고등급인 ‘5성급’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 국내 최초 홍콩에 현지 운용사를 
설립하며 꿈꾸었던 금융 수출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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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글로벌 ETF 플랫폼

(2019년 4분기 기준)

Mirae Asset (인도)
1 ETF

Global X (홍콩*)
11 ETFs

BetaShares (호주)
60 ETFs

Global X (일본)

TIGER (한국)
123 ETFs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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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s (캐나다)
91 ETFs

Global X (콜롬비아)
1 ETF

Mirae Asset (브라질)
1 ETF

Global X (미국)
72 ETFs

45해외 ETF
국내 ETF

15
21

32

9

6 8

13

국내 및 해외 ETF 수탁고 추이
(단위 : 조 원)

22

10

32

13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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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zation 
- 디지털 금융 플랫폼 구축

어떤 산업보다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하는 금융 시장에서 
미래에셋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하이 테크놀로지(High Technology)를 지향합니다.

High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Transformation

Fin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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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미래에셋은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사상 최대 규모로 
네이버파이낸셜에 8,000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 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금융 노하우와  
네이버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키워갑니다

디지털 기술과 금융 서비스의 융합
전 세계 고객들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쉽고 빠른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고도화,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투자정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전문성을 보유한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갑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투자 솔루션
‘미래에셋 인공지능 금융연구센터’에서는 딥러닝 활용,  
리서치 및 자산배분 솔루션, 투자성향 분석 및  
상품·서비스 개발까지 투자의 전 영역에서 AI를 활용하기  
위한 금융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AI로 다각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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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Population  
- 평안한 노후 준비 
고령화 시대, 평안한 노후를 위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은 지켜져야 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멀티에셋자산운용 연금저축(735억 원), 퇴직연금(1,705억 원) 포함

7 조  3,463 억 원35,881
연금저축

37,582
퇴직연금

미래에셋대우

13 조  9,547 억 원34,986
연금저축

104,561
퇴직연금

미래에셋생명

15 조  4,907 억 원 21,903
연금저축

44,533
퇴직연금

54,336
일반연금

34,135
변액연금

미래에셋 연금자산 현황
*계열사 연금자산 단순 합산 36 조   7,917 억 원

(2019년 4분기 기준,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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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펀드 업계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전체 연금펀드 규모는 7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펀드 수탁고 업계 
1위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은퇴자산의 적립부터 인출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연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인 
결과입니다.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수익률 1위   
퇴직연금 DC, IRP 수익률 전체 사업자 중 1위*를 
기록한 미래에셋대우는 우량자산 장기투자 전략으로 
고객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유일하게 제공하는 퇴직연금랩은 
본사의 자산운용 전문가가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해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률을 관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2019년 4분기, 직전 1년 수익률 기준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 성장률 65%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3년간 퇴직연금 성장률 65%, 
보험권 전체 사업자 중 운용관리적립금 순위 3위에 오르는 
등 퇴직연금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 리밸런싱 펀드인 'MP자산배분형'을 
통해 DC, IRP 원리금 비보장형 운용수익률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 2019년 4분기 기준

7 조  3,463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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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양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

판교 알파돔시티 투자

투자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벤처 클러스터 조성과 해양 관광 클러스터 투자,
미래에셋은 투자를 통해 고객과 사회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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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창업자들이 춤추는 세상을 꿈꾸다
미래에셋은 40여 개 기업을 수용하고 약 1만 3,000명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4차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간 융합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 창업가들을 지원합니다. 판교 알파돔 시티는 
창의적 인재와 혁신기업이 공존하는 이노베이션 
플랫폼(Innovation Platform)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다
여수 경도는 섬 주변을 다른 섬들이 둘러싸고 있어 
해풍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해 기후도 
따뜻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미래에셋 투자경험이 더해져 
다도해 해양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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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현황
(2019년 4분기 기준)

총 인원 수

314,365명

국내외 장학생 지원

9,096 명
경제/금융 및 진로교육

290,430 명
글로벌 문화체험

14,839 명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 
사람을 중시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미래에셋,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를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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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젊은이의 ‘희망’ 지원
해외교환 장학생, 국내 장학생, 글로벌 투자 전문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고민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눔

기부문화의 확산
미래에셋 임직원은 자체 봉사단을 구성하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갑니다. 임원들은 매달 급여의 1%를 
기부하는 '미래에셋 1% 희망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사랑합니다' 기부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복지

소외계층과 ‘상생’ 실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체험단’, 더 많은 아이들이 독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책을 선물하는 ‘희망듬뿍 도서 
지원’ 등 미래에셋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희망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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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 늘 도전해 왔고 그 도전의 추동력은 혁신입니다.  
미래에셋의 시작은 불가능한 상상이었지만  

지금은 사회가 인정하는 현실의 길이 되었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투자전략가 박현주  
(2017년 미래에셋 창립 20주년 기념사 中)

WHAT WE DO

미래에셋연수원 '미래를 보는 눈'



미래에셋은 
고객의 성공적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하는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입니다

미래에셋은 자산운용, 증권, 보험 등  

9개 금융 계열사, 12,700여 명의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각 계열사들은 원칙을 지키는 투자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독립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래에셋 현황
(2019년 4분기 기준)

금융 계열사

9
국내외 임직원 

(FC 3,006명 포함)

1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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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 1997년 창립 이후 글로벌 자산운용 경쟁력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증권, 보험, 캐피탈 등 각 비즈니스별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멀티에셋자산운용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자산운용

금융서비스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사회공헌
미래에셋박현주재단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투자・여신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대우

증권

미래에셋생명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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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 세계 우량자산에 투자합니다.  
30여 개국 현지에서 미래에셋 펀드를  
판매하며 투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총 운용자산 (AUM)

169 조 원

해외설정 펀드자산

 43 조 원

국내 연금펀드 점유율 

23 %
(2019년 4분기 기준)

*  멀티에셋자산운용,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포함

주요사업분야

대체투자
부동산, 원자재, 인프라, PEF 등

전통투자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은퇴연금상품 등

글로벌 ETF 비즈니스
Global X, TIGER ETF, Horizons ETFs, BetaShares,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브라질,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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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운용자산  
(단위 : 조 원)

19%

23%

27%

6%

1%
4%

20%

주식&혼합형
채권형
ETF
부동산
PEF
인프라
기타*

해외법인
국내법인

균형 잡힌 투자 포트폴리오

*  멀티에셋자산운용,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포함

* 헤지펀드, 파생재간접펀드 포함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운용자산 구성 현황 
(2019년 4분기 기준)

14

96

21

111

30

114

43

126

1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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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Mirae Asset Daewoo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1위 금융투자회사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비즈니스 영역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연결)

9.2 조 원

고객 예탁자산

239 조 원

국내 인수금융 점유율

13.3 %

주요사업분야

트레이딩 
RP, ELS 등 연계 헤지운용, Prop 트레이딩 등

투자은행(IB) 
IPO,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자산관리 
글로벌 자산배분, 브로커리지 등

디지털금융 
HTS, MTS 등 투자솔루션 플랫폼 제공

글로벌 비즈니스 
해외 우량자산 발굴 및 상품화

(2019년 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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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자산관리
투자금융
트레이딩
이자손익

전 사업분야의 고른 수익 기반

20%

12%

21%

34%

13%

*  순 영업수익은 전체수익에서  
수수료비용 차감 전 수치

해외투자 고객자산 
(단위 : 조 원)

32
26

22
18

2016 2017 2018 2019

순 영업수익 구성 현황* 
(2019년 4분기 누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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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Mirae Asset Life Insurance

미래에셋생명은 고객의 행복한 은퇴를 위한 연금, 
건강한 은퇴를 위한 보장,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총자산

 42 조 원

변액보험 자산

 10.8 조 원

최근 3년 퇴직연금 성장률

65 %

(2019년 4분기 기준)

주요사업분야

변액자산관리
변액보험 MVP 펀드

보험
종신/정기보험, 질병/상해보험연금/  
저축보험, 어린이보험온라인보험 등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보험, 예금, ELB 등) 
실적배당형(보험, 펀드, ELB 등)

기타
세무, 상속, 부동산 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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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MVP60펀드' 누적수익률 33.6% 달성

14.1%

33.6%

9.2%8.9%
5.8%

21.2%

변액보험펀드의 적극적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2019년 4분기 기준)

* 업계 전체 평균은  
미래에셋생명 제외 21개 보험사  

* 2019년 MVP(Mirae Assrt Variable Portfolio) 펀드 적립액 1.5조(2014년 4월 출시)

67%

33%

84%

16%

업계 전체 평균 미래에셋생명

해외 투자
국내 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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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캐피탈
Mirae Asset Capital

미래에셋캐피탈은 고객의 성공적인 금융파트너로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성장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주요사업분야

신성장투자 ICT, 바이오 등 4차산업의 중심에 있는 국내외 성장기업 투자

데이터 금융 스탁론, 임대차보증금대출 및 데이터기반 대출서비스 개발 

리스할부금융 자동차 리스 및 할부금융, 전기차 등 IoT  금융시장 진출

투자금융 기업대출, Project Financing, 인수금융, 메자닌투자 등

 

영업자산 규모
(단위 : 억 원)

신성장투자
데이터금융
리스할부금융
투자금융 

2,200
4,900

9,500

13,000
16,000

19,400

26,000

33,200

29,200

38,200

29,000

1,600

2017 1Q 2017 2Q 2017 3Q  2017 4Q 2018 1Q 2018 2Q 2018 3Q 2018 4Q 2019 1Q 2019 2Q 2019 3Q 2019 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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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벤처투자
Mirae Asset Venture Investment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보유한 성장단계의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투자 대상 기업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 M&A, 구조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최근 5년간 청산 펀드 조합수익률(IRR)
(2019년 4분기 기준)

34%

24%

22%

14%

12%

11%

주요사업분야

벤처투자 성장가능성 높은 벤처기업 투자 및 경영지원

M&A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 발굴, 투자기관 유치 등

바이아웃 기업 상당지분 인수 후 기업가치 제고

해외투자 해외 우수 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

 

미래에셋 
좋은기업
투자조합 2호

미래에셋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미래에셋 
좋은기업
투자조합 3호

미래에셋 
나이스 사모투자
전문회사

미래에셋 
좋은기업
투자조합 1호

2010 
KIF-미래에셋 
IT전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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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
Mirae Asset Retirement Institute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고령화와 저성장, 저금리로 인해 악화된 노후준비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은퇴 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은퇴와 투자 전반에 걸친 연구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는 동시에 
강연, 기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의 평안한 노후준비에 기여합니다. 

은퇴 설계 관련 콘텐츠 및 교육자료

연 200 회
언론: 신문, 라디오, TV 등  

연 200회 이상 출연 및 기고 

연 150 회
강연: 노후대비 연금 관리 및  

투자 관련 강연 연 150회  
이상 진행  

연 6 회
연구: 은퇴리포트, 라이프트렌
드 보고서, 연금연구 보고서 등  

연 6회 이상 발간 

잡지 2 종 발행

출판: 해외투자 전문지 〈글로벌 
인베스터〉, 노후 준비 전문지  
〈행복한 은퇴 발전소〉 발행 

연 50 회
팟캐스트: 연 50회 자체 제작  

주간 라디오 방송 

주요사업분야

연구 연금제도 및 동향, 은퇴설계 이슈 등 분석 

교육 근로자 퇴직연금 교육, 은퇴자 교육 등

콘텐츠 제작 은퇴 관련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작

 

38



미래에셋박현주재단
Mirae Asset Park Hyeon Joo Foundation

씨앗이 꽃을 만들고 열매를 맺듯이 돈이 이 땅의 젊은이들,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000년 재단 설립 후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란 슬로건 아래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분야

장학 해외교환 장학생, 국내 장학생 등 지원

복지 글로벌 문화체험단,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등

기부 기부운동 ‘사랑합니다’, 매칭그랜트 제도 운영 

 

*지도에 표시된 국가 이외에도 전 세계로 장학생 파견

국내외 장학생 지원
(해외 교환 및 국내 장학생 누적 인원)

해외 교환 장학생 프로그램
(2019년 4분기 기준)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50개국 5,467명

6,570
7,079

7,673
8,279

9,096

미국 1,957
독일 567
중국 539

프랑스 309
캐나다 230
영국 215

싱가폴 187
러시아 69
대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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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7 07 미래에셋벤처캐피탈 설립

08 국내 최초 전문 자산운용회사 
미래에셋투자자문 설립

1998 12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최초 
뮤추얼펀드 박현주 1호 출시

1999 12 미래에셋증권 설립

2000 03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설립

2001 02 국내 최초 개방형 뮤추얼펀드 
‘미래에셋 인디펜던스주식형’ 출시

미래에셋증권,  
국내 최초 랩어카운트 상품 판매 

2003 12 국내 최초 해외 운용법인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설립

2004 02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설립

미래에셋증권, 국내 최초 적립식 
펀드 출시(적립형 3억 만들기 펀드)

06 미래에셋증권, 국내 최초 부동산펀드 
판매

12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최초 사모투자펀드(PEF) 출시

2005 02 국내 최초 해외 직접 운용 펀드 출시

06 미래에셋생명보험 출범

2006 02 미래에셋증권 유가증권 상장

05 국내 최초 중국본토빌딩 
(미래에셋상해타워) 투자

11 미래에셋자산운용(인도) 설립

2007 01 미래에셋증권(홍콩) 설립

03 미래에셋자산운용(영국) 설립

07 미래에셋증권(북경사무소) 설립

12 미래에셋증권(베트남) 설립

2008 02 미래에셋익재투자자문(중국) 설립

04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설립

미래에셋자산운용(브라질) 설립

07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최초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로부터 
적격외국인투자자(QFII) 인준

미래에셋자산운용,  
첫 번째 역외펀드 룩셈부르크 설정

08 미래에셋증권(미국) 설립

2010 02 미래에셋증권, 국내 최초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출시

04 미래에셋 성장스토리,  
하버드 MBA 강의교재 채택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최초 
시카브(SICAV) 펀드 국내 출시

08 미래에셋증권(브라질) 설립

09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국내 최초 뮤추얼펀드 미국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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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1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국내 최초 홍콩증권거래소에 
ETF 직접 상장

11 미래에셋자산운용, 캐나다 선두 
ETF운용사 ‘호라이즌 ETFs’ 인수

2012 03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합병

07 미래에셋화신자산운용 출범,  
국내 최초 중국 합작 운용사

2013 01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출범

06 호라이즌ETFs,  
국내 계열 운용사 
 첫 미국시장 ETF상장

2014 04 금융판매전문회사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설립

2015 07 미래에셋생명, 유가증권 상장

2016 01 미래에셋자산운용(호주) 설립

04 멀티에셋자산운용 출범

12 창업 미래에셋대우 출범

2017 01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투자

07 미래에셋대우,  
네이버와 전략적 업무제휴 (MOU)

2017 09 미래에셋 파괴적 혁신사례,  
세계적 학술기관 ‘더 케이스 센터 
(The Case Centre)’ 등재

미래에셋대우(인도) 설립

12 판교 알파돔시티 개발투자

2018 02 미래에셋캐피탈베트남 설립

03 통합 미래에셋생명 출범
미래에셋자산운용(베트남) 설립

05 미래에셋프레보아생명(베트남) 출범

07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ETF운용사  
‘글로벌 엑스(Global X)’ 인수

11 미래에셋자산운용,  
아시아금융기관 최초 중국 현지 
사모펀드운용사 자격 획득

2019 03 미래에셋벤처투자, 
 코스닥시장 상장

07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미래에셋모바일 합병

비나디지털파이낸스플랫폼, 
(베트남) 설립 

09 일본 합작법인  
Global X Japan 설립

12 미래에셋대우,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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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www.miraeass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