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rmanent Innovator

미래에셋그룹 소개자료

Mirae Asset



고객과 사회를 위해, 투자회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유니크한 투자 철학을 가진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래에셋의 본질입니다

미래에셋 Founder & GISO

Chairman’s Message



미래에셋 소개
영상 보기

Introduction 03p Sustainability Business overview Fact bookKey highlights

01 그룹 개요 01 일관된 투자원칙으로 고객가치 실현 01 미래에셋자산운용 01 그룹 주요 재무 현황01 Globalization

02 경영철학 02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 미래 추구 02 미래에셋증권 02 그룹 주요 상품 및 브랜드02 Investment & Pension

03 Founder & GISO 03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미래에셋의 노력 03 미래에셋생명03 Digitalization

04 글로벌 네트워크 04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04 미래에셋캐피탈

03 국내 계열사와 해외법인

05 미래에셋박현주재단 05 미래에셋벤처투자

04 주요 연혁

06 Global X

08p 12p 18p 24p

https://www.youtube.com/watch?v=vNZEe3D_AOM&t=2s
https://www.youtube.com/watch?v=vNZEe3D_AOM&t=2s
https://www.youtube.com/watch?v=vNZEe3D_AOM&t=2s


01  그룹 개요

02  경영철학

03  Founder & GISO

04  글로벌 네트워크

03

1. Introduction



04

미래에셋은
1997년 창립 이래 투철한 기업가 정신,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등 
끊임없는 금융 혁신을 추구하며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박현주

1997년 7월

전세계 15개 지역

17.4조원

772조원

11,860명

창립자

창립연도

해외진출

자기자본

고객자산

임직원

(2021년 4분기 기준)

자산관리
글로벌주식, 채권,

퇴직연금, 개인연금,
금융상품, 보험

그룹 개요

글로벌 ETF
Thematic ETF

한국, 미국, 캐나다,
유럽, 홍콩 등

대체투자
PEF, 인프라

부동산

IB
IPO, M&A
부동산금융, 인수금융

혁신기업 투자
글로벌 플랫폼 기업
바이오, ICT,
벤처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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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은 창업과 동시에 기업 이념과 핵심 가치를 정해놓았다.

처음에는 다른 회사처럼 신의나 성실 같은 가치를 내세울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미래에셋을 다른 회사와 차별화하고 싶었다.

그래서 신의나 성실같은 전통적 가치관을 재강조하는 단어를 물리치고

 ‘열린 마음’, ‘미래를 내다보고’ 등과 같은 표현을 쓴 것이다.

미래에셋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 집단이었으면 한다.

이 우수한 인재들이 미래에셋의 창업이념을 발전·계승시켜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박현주 회장의 저서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中)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중시하자

미래에셋은 고객을 위해 존재합니다
투자전문그룹으로서 독립성과 경쟁우위를 가집니다
개인을 존중하며 팀플레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합니다

경영이념

핵심가치

경영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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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회장의 투자이야기
영상 보기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 글로벌투자전략가(GISO)

 “신은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선물했습니다

현재를 보는 눈과,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와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에셋이 투자로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2021 한국협상학회 선정 2021 대한민국 협상대상 수상
2021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경영자대상
2018~ 미래에셋 글로벌투자전략가(GISO)
2017 다산금융상 대상
2015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최우량기업대상
2011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인상 대상
2009 언스트앤영 최우수 기업가상 마스터상
2002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스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01 미래에셋 회장
1997 미래에셋벤처캐피탈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설립

Founder & GISO

주요 약력

https://c11.kr/z4db
https://c11.kr/z4db
https://c11.kr/z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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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현황
자세히 보기

2003년 홍콩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 19년째를 맞이한 미래에셋은
현재 15개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유럽·아시아 등 현지법인을 통해 세계 각 지역의 시장동향 및
투자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해 다양한 글로벌 투자기회를 찾습니다.

(2021년 4분기 기준)

14
글로벌 ETF순자산 순위

50 +
금융상품 해외수출 국가

34
해외법인, 사무소

15
해외 진출지역

2003
해외진출 년도

글로벌 네트워크

https://www.miraeasset.co.kr/global/network.do
https://www.miraeasset.co.kr/global/network.do
https://www.miraeasset.co.kr/global/network.do


01  Globalization

02  Investment & Pension

03  Digitalization

사진: 미래에셋 미디어콘텐츠 제작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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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y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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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 전세계 15개 지역에 진출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우량자산 투자 기회를 발굴합니다. 
글로벌 전략에 따라 해외펀드 운용을 비롯해 브로커리지, 웰스 매니지먼트, IB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현지화에 성공한 해외법인들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캐나다 ETF 운용사 Horizons ETFs, 2018년 미국 ETF 운용사 
Global X 등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 인수를 통해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Global X가 일본 다이와증권과 업무 제휴를 맺고 조인트
벤처 형태로 Global X Japan을 설립하는 등 미래에셋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금융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 Globalization
글로벌 금융영토 확장

글로벌 네트워크 바로가기

미래에셋 
글로벌 네트워크

https://c11.kr/z47d
https://c11.kr/z47d
https://c11.kr/z47d
https://c11.kr/z4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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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투자 11대 테마에 주목하라!
보러가기

본문보기

ETF시장의 
진화를 이끌고 있는 
테마형ETF에 대한 

투자안내서

# Investment and Pension
투자와 연금

미래에셋은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글로벌 우량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은퇴자산 적립에서 인출까지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연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맞춤형 연금 상품인 미래에셋 TDF는 목표 시점에 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ETF와 펀드 등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테마형 ETF를 통해 연금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갑니다.

업계 최초로 변액보험펀드에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도입한 MVP펀드 등 
차별화된 운용 노하우를 가진 미래에셋생명은 현재 전체 변액보험 자산의 
50% 이상을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글로벌 분산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file/pdfView.do?fileNm=1641263132507.pdf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file/pdfView.do?fileNm=1641263132507.pdf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file/pdfView.do?fileNm=1641263132507.pdf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file/pdfView.do?fileNm=1641263132507.pdf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file/pdfView.do?fileNm=1641263132507.pdf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file/pdfView.do?fileNm=1641263132507.pdf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file/pdfView.do?fileNm=16412631325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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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스마트머니 바로가기

# Digitalization
디지털금융

미래에셋은 투자자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하여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주식 거래 투자 서비스 및 미디어 투자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미래에셋 스마트머니’ 에서는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출연해 국내외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요인 등을 쉽게 설명하여 다양한 투자자 니즈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 CMA 네이버통장, 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미래에셋페이 서비스 등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미래에셋 
스마트머니

https://c11.kr/z47r
https://c11.kr/z47r
https://c11.kr/z47r
https://youtube.com/c/SmartMoney0
https://c11.kr/z47r


01  일관된 투자원칙으로 고객가치 실현

02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 미래 추구

03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미래에셋의 노력

04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05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사진: 미래에셋센터원 비전홀(Vision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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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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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랜드영상보기

미래에셋은 일관된 투자원칙을 지키며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래에셋은 경쟁력의 관점에서 투자 기업을 봅니다

미래에셋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미래에셋은 기대수익과 함께 위험을 살핍니다

미래에셋은 팀 어프로치에 의해 신중하게 의사 결정합니다

이상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킵니다.

일관된 투자원칙으로 고객가치 실현

미래에셋의 투자원칙

https://www.youtube.com/watch?v=9owRbKq7lx0
https://www.youtube.com/watch?v=9owRbKq7lx0
https://www.youtube.com/watch?v=9owRbKq7lx0


14

신성장 산업 투자

미래에셋은 벤처캐피탈(VC) 투자를 통해 핀테크,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쟁력있는 
중소벤처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미래에셋은 인재혁신 인프라에 투자하여 미래를 밝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합니다. 미래에셋 연수원 ‘미래를 보는 눈’ 은 많은 이들이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신성장 산업 투자, 글로벌 인재 육성 등 투자를 통해 고객과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 미래 추구



15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설립,
인재육성사업 추진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좋은기업

ESG증권자투자신탁 설정

2021.03 2021.06 2021.11

2021.04 2021.09

미래에셋그룹,
미래에셋 임직원 정기기부
캠페인 ‘사랑합니다’ 시행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미래에셋증권,
중견·강소기업 협업 

비즈니스 모델
‘파트너스 클럽’ 서비스 개시

미래에셋증권,
국내외 증권사 최초

사회책임투자(SRI) 채권 
발행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최초

채권형 ESG펀드 출시

미래에셋생명,
지속가능경영(ESG)

비전 선포식 개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선물 지원

미래에셋그룹,
‘뉴이어패키지’

친환경소재 도입

미래에셋증권 
‘ESG 정책 프레임워크’, 

‘환경 사회 정책 선언문’ 수립

미래에셋생명, 보험업계 
최초 ESG인증 후순위채 

발행 

미래에셋증권, 금융업계 
최초 RE100 가입

미래에셋그룹, 소비자의 
진정한 가치를 위한 
고객동맹 실천 선언

미래에셋증권, Dow Jones 
Sustainability World Index 

10년 연속 선정

미래에셋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미래에셋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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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THE SAGE INVESTOR>, <투자와연금>
매분기 발간, 도서 5권 이상 출간

연 6 회 연 540 회

투자 및 연금 관련 콘텐츠·교육자료 주요 활동 수치

근로자 및 퇴직예정자,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올바른 투자 문화의 정착을 위해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로
시작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

언론

연구 출판

영상

연 200 회 연 120 회

연 13 회

투자와연금리포트,
서베이보고서 등

신문, 라디오, TV 등
연 200회 이상 출연 및 기고

유튜브 <투자와연금TV>
채널 운영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국내외 연금제도 동향 분석

근로자 및 퇴직예정자 대상 투자 및 연금 교육,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투자와 연금 관련 유튜브 및 팟캐스트 등 콘텐츠, 잡지 및 책 등 출판물 제작

연구

교육

콘텐츠 제작

주요사업분야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m/main.do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m/main.do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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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따뜻한 자본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미래에셋은
2000년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설립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및 교육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기준)

총 지원인원 

358,423 명

4,076 6,017
국내〮해외 장학생 해외교환 장학생 

금융-진로교육 

333,234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중심으로 계열사간 유기적 협력을 실현하며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14,974
글로벌 탐방

122
글로벌 투자전문가

주요사업분야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지원

아동, 청소년 교육〮문화체험 지원

정기기부 캠페인 ‘사랑합니다’, 매칭그랜트 제도 운영

장학

복지

기부

https://foundation.miraeasset.com/
https://foundation.miraeasset.com/
https://foundation.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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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lobal X 홍콩 트램 랩핑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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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usiness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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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1년 4분기 기준)

280 조 원

100 조 원

43.6 %

22% 19%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2%

2%
3%

36%

(2021년 4분기 기준) 180

100

280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 세계 우량자산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입니다.

주요사업분야

부동산, 원자재, 인프라, PEF 등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은퇴연금상품 등

Global X, TIGER ETF, Horizons ETFs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대체투자

전통투자

글로벌 ETF

https://investments.miraeasset.com/
https://investments.miraeasset.com/
https://investments.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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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10.6 조 원

425.5 조 원

24.7 조 원

(2021년 4분기 기준)

(2021년 4분기 기준)

금융판매

28%

12%

40%

11%

운용손익

기업금융
2017 2018 2019 2020 2021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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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분야

HTS, MTS 등 투자솔루션 플랫폼 제공

RP, ELS 등 연계 헤지운용, Prop 트레이딩 등

디지털금융

트레이딩

글로벌 자산배분, 브로커리지 등

해외 우량자산 발굴 및 상품화

IPO,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자산관리(WM)

글로벌 비즈니스

투자은행(IB)

https://ci.securities.miraeasset.com/
https://ci.securities.miraeasset.com/
https://ci.securities.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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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1년 4분기 기준)

46.2 조 원

13.9 조 원

52 %

14%

86%

24%

76%
2015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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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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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상속, 부동산 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퇴직연금

기타

변액보험 MVP 펀드 등

종신/정기보험, 질병/상해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저축보험,
어린이보험, 온라인보험 등

변액자산관리

보험

https://life.miraeasset.com/
https://life.miraeasset.com/
https://life.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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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1%

(2021년 4분기 기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2

(2021년 4분기 기준)

2010 KIF-미래에셋
IT전문 투자조합

미래에셋  좋은기업
세컨더리 투자조합

미래에셋 사회적 기업
 투자조합

koFC-미래에셋 Pioneer
Champ 2011-3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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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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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분야

ICT, 바이오 등 4차산업의 중심에 있는 국내외 성장기업 투자

스탁론, 데이터기반 공급망 금융 서비스 제공

자동차 리스 및 할부금융, 전기차 등 IoT 금융시장 진출

기업대출, Project Financing, 인수금융, 메자닌투자 등

신성장/벤처투자

데이터 금융

리스할부금융

투자금융

주요사업분야

성장가능성 높은 벤처기업 투자 및 경영지원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 발굴, 투자기관 유치 등

기업 상당지분 인수 후 기업가치 제고

해외 우수 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

벤처투자

M&A

바이아웃

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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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X
홈페이지 바로가기

52 조 원

90

(2021년 4분기 기준)

4%
9%

3%

34%

50%

52

Global X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Global X는 2008년 설립 이후,
차별화된 ETF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ETF 전문 운용사입니다.

주요사업분야

테마형, 인컴형, 원자재 ETF 등 라인업을 바탕으로 혁신 성장 산업 투자 및 인컴 수익 추구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트렌드와 ETF 관련 산업 리서치 및 글로벌 ETF 비교 분석

유동성, 자산규모 등 자체 기준에 따라 선별된 우량 ETF로
차별화된 개방형 (open architecture) 솔루션 제공

상장지수펀드(ETF)

리서치 & 인사이트

ETF 모델 포트폴리오

https://www.globalxetfs.com/
https://www.globalxetfs.com/
https://www.globalxetf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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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조 원*

(2021년 4분기 기준)

2021 20212021

17.4

(2021년 4분기 연결 기준, 단위: 원)

2.4조 10.6조 1.9조

28,300 억 원*

(2021년 4분기 기준) (2021년 4분기 기준)772 조 원*

(2017년 ~ 2021년 기준) (2017년 ~ 2021년 기준)

45% 73% 19% 67%

12,100

16,800

3,100

14,600

19,900

28,300 772

24,900

3,400

655

117

그룹 자기자본 그룹 세전이익 그룹 고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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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조 원* 101.6 조 원

(2021년 4분기 기준) (2021년 4분기 기준)

(2021년 4분기 기준)

*2021년 BetaShares 매각

11.2조 23.8조 16.9조

2021

51.9

2017

21.4

13.3

8.1

2018

32.1

22.3

9.8

2019

45.3

32.4

12.9

2020

65.7

52.5

13.2

2021*

101.6

75.4

26.2해외ETF
국내ETF

그룹 연금자산 글로벌 ETF 순자산

한국 미국, 홍콩, 일본,
콜롬비아, 유럽, 브라질

인도, 베트남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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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자의 은퇴 예상
시기(Target Date)에 맞춰 투자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절하고, 은퇴자산의 적립과 인출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미래에셋생명 MVP(Miraeasset Variable Portfolio) 펀드는 
글로벌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전략 수립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업계 최초의 일임형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직장 이동 등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추가 납입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미래에셋 IRP 계좌를 통해
TDF 가입 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TDF 미래에셋 MVP 미래에셋 IRP

내게 딱 맞는 
TDF 투자전략은?

박현주 회장이 말하는 
연금과 변액보험을 통한 노후준비

미래에셋증권 IRP 비대면 개설

https://c11.kr/z4cu
https://www.miraeassetdaewoo.com/mka/mka1001/n01.do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834/clips/219
https://c11.kr/z4cu
https://www.miraeassetdaewoo.com/mka/mka1001/n01.do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834/clips/219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834/clips/219
https://c11.kr/z4cu
https://www.miraeassetdaewoo.com/mka/mka1001/n01.do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834/clips/219
https://c11.kr/z4cu
https://www.miraeassetdaewoo.com/mka/mka1001/n01.do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834/clips/219
https://c11.kr/z4cu
https://www.miraeassetdaewoo.com/mka/mka1001/n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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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ETF는 투명하고(Transparent), 
혁신적이고(Innovative), 쉽고(Generalized), 
효율적이며(Efficient), 신뢰할 수 있는(Reliable) 
투자의 의미를 담은 미래에셋 ETF 브랜드입니다.

미래에셋세이지클럽(Mirae Asset Sage Club)은 
미래에셋의 VIP 고객을 위한 브랜드로,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이익을 드리고 경쟁력의 관점에서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는 미래에셋의 투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에셋페이(Mirae Asset Pay)는 스마트폰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애플 
아이폰에서 터치 방식의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서비스입니다. 

TIGER ETF 미래에셋세이지클럽 미래에셋페이

그룹 주요 브랜드

TIGER ETF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세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상세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tigeretf.com/ko/main/index.do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95/n01.do
https://www.miraeassetpay.kr/pc/index.html
https://www.tigeretf.com/ko/main/index.do
https://www.tigeretf.com/ko/main/index.do
https://www.tigeretf.com/ko/main/index.do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95/n01.do
https://www.miraeassetpay.kr/pc/index.html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95/n01.do
https://www.miraeassetpay.kr/pc/index.html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95/n01.do
https://www.miraeassetpay.kr/pc/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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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기준)

국내 계열사와 해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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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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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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01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국내 최초 홍콩증권거래소에
  ETF 직접 상장

 11  미래에셋자산운용, 캐나다 선두
  ETF운용사 ‘Horizons ETFs’ 인수

2012  03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합병

 07  미래에셋화신자산운용 출범,
  국내 최초 중국 합작 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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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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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1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출범

 06  Horizons ET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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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1  네이버파이낸셜에 8,000억원
  전략적 투자

 09  미래에셋, 국가브랜드 대상
  기업부문 수상

2021  01  미래에셋자산운용,
  기획재정부 주관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03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으로 상호 변경

  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제판분리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출범

 04  미래에셋증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 증권부문 1위

  06  미래에셋그룹, 
  소비자의 진정한 가치를 위한   
  고객동맹 실천 선언

  11  미래에셋증권,     
  Dow Jones Sustainability    
  World Index 10년 연속 선정

2018  02  미래에셋캐피탈베트남 설립

 03  통합 미래에셋생명 출범
  미래에셋자산운용(베트남) 설립

 05  미래에셋프레보아생명(베트남) 출범

 07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ETF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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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경영대상 수상

 12  미래에셋대우,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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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그룹 소개를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 브랜드전략실에서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외부제출 확인필  제 22-0146호(2022.4.13)

(문의 : 미래에셋자산운용 브랜드전략실 brand@miraeasset.com)

본 책자는 미래에셋그룹 홈페이지(www.miraeasset.com)에서
PDF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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