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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PRINT
가치를 완성해가는 발자취

이번 2022 봄/여름호 뉴스레터의 주제는

‘Footprint, 가치를 완성해가는 발자취’입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으로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한 발씩 목표를 향해 나아간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2011년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모으며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황량한 땅에서 누군가의 발자취가 방향을 알려주듯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앞선 걸음을 걷겠습니다.

미래재단의 희망찬 발자취를 따라 함께 걸어주세요.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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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미래재단 이사장 한상윤입니다.

지난해 10주년을 맞이한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창립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한국 사회의 발전, 친환경 리더십과 글로벌 인재  

양성, 기부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지난날을 돌이켜 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목적 사업들과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헌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동차 산업 특화 직무 강연 ‘영 탤런트 드림 프로젝트’를 론칭하여 

총 831명의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였고,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여 

이동식 에너지 저장소를 운영하는 환경 활동인 ‘NEXT GREEN TO-

GO’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과학 창의 

교육인 ‘주니어 캠퍼스’는 전국의 약 14,000명의 초등학생들을  

만났습니다. 2021년에는 ‘온라인 주니어 캠퍼스’를 론칭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수업이 어려운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꾸준하고 진심 어린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노력을 통해 

‘2021년 교육기부우수기관’ 인증이라는 값진 결과를 획득하게 되었

으며, 이는 항상 따뜻한 나눔을 보내주시는 기부자님들의 응원이  

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FOOTPRINT of BMW KOREA FUTURE FUND

이사장 인사말

“ 2022년에도 우리 사회에  

따뜻한 발자취를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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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함 속에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이어주고, 변화를 만들며, 공감을 이끈다’는 재단의 새로운 핵심가치를  

다짐했습니다.

2022년에도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우리 사회와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꿈을 다양한 방법 

으로 응원하고, 신규 사업을 통해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과 지역에 항상 관심을 가지며 함께하겠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만개하는 꽃이 가득한 봄을 맞이하며 2022년에

는 우리 사회가 더 단단하고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도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따뜻한 발자취를  

남기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 이사장 한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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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비전 및 핵심가치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아이들과 미래를 이어주고(CONNECT), 

미래 인재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INNOVATE),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사회적 공감(APPRECIATE SOCIETY)을 이끌어냅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BMW 그룹 코리아,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공식 딜러사를 비롯해 재단을 응원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습니다.

Together, We Inspire Talents for a Sustainable Future.
당신의 잠재력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도록 우리가 함께합니다.

CONNECT INNOVATE APPRECIATE 
SOCIETY

이어주고 변화를 

만들고

공감을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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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그 외 기부금

110,123,503(원)

4%

총 2,994,452,758(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기타 수입

63,676,343(원)

2%

전년도 이월금 합계 2,153,074,792(원)/총계(전년도 이월금 + 2021년 수입) 5,147,527,550(원)

2021 재정보고

매칭펀드 기부금

2,801,610,000(원)

93%

이자

19,042,912(원)

1%

미래 인재 양성 사업

895,135,610(원)

43%

친환경 사업

131,889,241(원)

6%

사회 나눔 사업

354,176,101(원)

나눔문화확산 사업

299,831,778(원)

17%

14%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및 기타

18,546,691(원)

1%

지출

총 2,090,218,735(원)

재단운영 

390,639,314(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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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차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그리다 

<NEXT GREEN TO-GO>

•4,900ℓ의 디젤 연료 절감 효과

•약 12t의 탄소 배출 절감 효과

•나무 555그루 식재 효과

(NEXT GREEN TO-GO 1,000시간 

운영 및 5,000kW 전력 사용 시)

2021 NEWS
11월, NEXT GREEN TO-GO 

이동식 저장소 제작 완료

행복한 상상을 그리다

<주니어 캠퍼스>

14,025명

2021년 총 참가인원

145,634명

2012년 이후 누적 참가자 수

2021 NEWS
•6월, 12월 분교초청데이

•9월, 온라인 주니어 캠퍼스 런칭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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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희망을 그리다

<희망나눔학교>

2,095명

2021년 총 참가인원

57,868명

2012년 이후 누적 참가자 수

2021 NEWS
코로나19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내일의 나를 그리다

<영 탤런트 드림 프로젝트>

831명

2021년 총 참가인원

21명

BMW 코리아 및 딜러사 참여 임직원

15개 교

방문 학교

2021 NEWS
4월, 영 탤런트 드림 프로젝트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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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발자취

2021년 10월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기념식을 진행했습니

다. 이번 창립 10주년 기념식은 한국을 방한한 BMW 그룹 아시아 태평양 총괄 부사장 헨드릭 폰 퀸하임

(Hendrik von Keunheim), BMW 코리아 미래재단 한상윤 이사장과 이사진을 비롯해 영 엔지니어 드림 프

로젝트 수료생, 재단 정기 기부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되

돌아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자취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10주년

# 10주년 기념식

FOOTPRINT of BMW KOREA FUTURE FUND

Speech Congratulatory Message

Award Ceremony Presentation

Car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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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10주년을 기념하여 공식 인

스타그램 계정( @bmwkoreafuturefund)을 오픈했습

니다. ‘퓨처 히어로(Future Hero)’를 슬로건으로 상호적

인 콘텐츠 및 이벤트를 통해 참여형 소통 창구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 공식 인스타그램 오픈

미래재단은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목표와 가치를 향해 나아갈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담아 10주년 기념 음원 ‘For Us, For Future’와 뮤직비디오를 공개

했습니다. 래퍼 겸 유튜버 달지와 함께 제작한,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을 격려하는 

‘For Us, For Future’를 만나보세요! 

# 10주년 기념 음원 <For Us, For Future> 발매 및 뮤직비디오 공개

<For Us, For Future>
뮤직비디오 보러 가기 

bmwkoreafuturefund

공식 인스타그램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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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과학 창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니어 캠퍼스’는 자동차의 기초과학원

리와 환경의 중요성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 대상의 체험

학습시설인 ‘BMW 드라이빙 센터 주니어 캠퍼스’와 11.5톤 트럭을 활용해 수도권 외 지역의 학교 및 아동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 비대면 형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주니어 캠퍼스’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다

주니어 캠퍼스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포털’, 10가지 체험시설물

이 있는 ‘실험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알아가는 ‘워크숍’을 

통해 자동차에 숨어있는 기초과학 원리와 지속 가능한 에너

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 주니어 캠퍼스>

11.5톤 트럭을 개조해 만든 차량에 설치된 6가지 시설물을 체

험하는 실험실에서 자동차 원리에 대해 학습하고, 직접 친

환경 자동차를 만들어보는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라이브 화상 플랫폼과 키트를 

통해 비대면 과학 창의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속

에 숨어있는 과학원리와 환경의 소중함을 안전하고 재미있

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니어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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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처음 진행한 온라인 주니어 캠퍼스는 지난 9월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초등학생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총 136명의 어린이들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과학탐구 키트를 통해 안전하고 유익하게 과

학 창의 교육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 함께한 진도 오산초등학교와 지산초등학교, 조도초등학교는 지리적 제약으로 그동안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의 방문이 어려웠던 만큼 더욱 반갑고 즐겁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탐구 키트를 조립하며 어려운 과학 원리를 

쉽게 익혀 보기

미래 환경을 위해 나만의 친환경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기

실험실 프로그램 워크숍 프로그램

온라인 주니어 캠퍼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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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초등학교 온라인 주니어 캠퍼스 현장 속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에 위치한 오산초등학교 친구들을 위해 온라인 주니어 캠퍼스 프로그램을 실시

했습니다. 생생한 현장으로 지금 가볼까요?

인천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

전라남도 진도군 

오산초등학교

#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인사해요!

인천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 있는 스카우트분이 

라이브 화상 플랫폼을 통해 오산초등학교 친구들

과 인사를 나눠요.

# 재미있는 과학 탐구 시간

친구들은 화면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그

리고 워크시트에 있는 네 가지 주제를 탐구해요.

# 나만의 친환경 자동차 만들기

친구들은 스카우트분의 친절한 설명에 따라 창의

력과 협동심을 발휘하여 나만의 친환경 미래 자동

차를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

# 키트로 배우는 자동차 속 과학

친구들은 친환경 MDF 소재로 제작한 실험키트를 

직접 조립해보며 자동차에 숨어있는 원리를 학습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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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후기

주니어 캠퍼스 신청 안내

프로그램 BMW 드라이빙 센터 주니어 캠퍼스,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 온라인 주니어 캠퍼스

신청대상 전국의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및 개인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bmwkoreafuturefund.co.kr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접수방법 전화예약(1688-9338) *월, 화요일 및 설, 추석연휴 휴관

아이들이 미래의 자동차, 자동차의 에너지원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신기해 했습니다. 

제공해주신 친환경 자동차 만들기 키트가 세

부 꾸미기 재료별로 깔끔하게 나뉘어 있어서 

수업을 준비하기가 좋았습니다. 

인천 중산초등학교 선생님

시청각 자료와 과학탐구 키트, 프로그램 진행 

순서 등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덕분에 좋

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동영상으로 만들기 방법만 봤었는데 화상 수

업으로 하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전남 진도군 지산초등학교 어린이

줌(Zoom)으로 하는 과학 만들기 체험이 많지 

않은데 해봐서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전남 진도군 조도초등학교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 된 이야기가 이해하기 쉬웠어

요. 그리고 키트가 재미있었어요. 

인천 효성초등학교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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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학교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학 기간 중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

과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위기 가정

의 아이들은 신체, 정서적 발달은 물론 사회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통해 희망찬 방학 기간을 보냈습니다.

꿈이 자라는 행복한 방학

희망나눔학교

공모전 <우리가 꿈꾸는 에코 폴리스 만들기> 작품

울산 호계초등학교 광주남초등학교 대구 도동평초등학교

미래드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진행

미래직업탐색 3D펜체험 크리에이터체험

2021년 여름 희망나눔학교 성과

아동 참여

총 1,234명

전국 초등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73개교(기관)

자원봉사자 참여

총 2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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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희망나눔학교

2022년 겨울 희망나눔학교는 ‘건강한 방학’, ‘함께하는 방학’, ‘꿈꾸는 방학’ 세 가지 방향성을 통해 아이

들의 올바른 자아형성과 다양한 진로탐색, 긍정적인 미래설계를 위해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2022년 겨울 희망나눔학교 사업 개요

건강한 방학

• 영양 가득한 중식/간식지원

• 튼튼한 신체를 위한 건강지도

• 아이들의 행복감과 자신감 

향상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함께하는 방학

• 다양한 야외, 문화, 직업체험

• 글로벌 이슈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세계시민교육

꿈꾸는 방학

•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진로탐색프로그램 

• 친환경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팀프로젝트/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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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 탤런트 드림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재능을 발굴하고 꿈을 찾아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BMW 코리아 및 

딜러사 임직원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자동차 산업 특화 직무 강연’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직무에 대

한 깊은 이해와 진로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들의 꿈을 향한 도약

영 탤런트 드림 프로젝트

2021년도 성과

참여 직무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이 재능(Talent)을 발굴하고 

꿈(Dream)을 찾도록 지원합니다.

15개교

방문 학교

831명

참가 학생

4.72점

고등학생 만족도

(5점 만점)

4.6점

대학생 만족도 

(5점 만점)

BMW/MINI
딜러사 테크니션

마케팅 브랜드 

트레이너

법무 품질 관리

대외협력R&D Technology 
Scout

IT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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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여정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4월

대전공업고등학교 11월 경상국립대학교

한양공업고등학교 5월 이화여자대학교황건

현업에 계신 테크니션 분께 직무에 대한 정

확한 정보를 얻어서 좋았습니다.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12월 홍익대학교전대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을 접할 수 있

어서 좋았습니다.

부산자동차고등학교 6월 한양대학교 유겸희

평소 관심 있었던 전기차에 대해 다양한 정

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공업고등학교 7월 충남대학교권민혁

트레이너 직무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진로에 대해 심도 있게 고

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월 연세대학교 곽보경

학생 입장에서 현직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흔치 않은 기회라 좋았습니다.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전주공업고등학교 9월 KAIST 이승찬

BMW가 각국의 스타트업 회사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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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탤런트 드림 프로젝트의 첫 시작을 알리다!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2021년 4월 15일,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BMW 코리아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현직자 직무 특강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 탤런트 드림 프로젝트의 첫 번째 직무 

특강 현장을 지금 만나볼까요?

송원영 테크니션(한독모터스 수원 서비스센터)

‘BMW 전문 기술인이 알려주는  자동차 정비 직무’

이경은 매니저(BMW 코리아 Training Academy)

‘BMW 딜러사 직원 대상 브랜드 및 세일즈 교육 직무’

강연 내용

송원영 테크니션 서비스 센터 내 직군별로 담당하는 업무를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

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경은 매니저 평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영 탤런트 드림 프로젝트를 통

해 저의 꿈 또한 이룬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참여 임직원 후기

최희락 학생 강연을 통해 부서나 업무 방식 등 직무와 관련된 체계적인 시스템

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직무탐색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

습니다.

참여 학생 후기

1층 VR실에서는 이경은 매니저님의 특강이 진행

됐습니다. 친구들은 ‘BMW 코리아 트레이닝 아카

데미’라는 직무와 교육 목적에 대해 배우며 새로운 

진로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2층 정비 실습실 강의 현장. 송원영 테크니션님은 

막연하게 알고 있던 ‘테크니션’이라는 직무에 대해 

하루 일과, 조직 구조, 미래 전망 등 자세한 소개

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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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게 소통하고 호흡했던 시간! <경상국립대학교>

2021년 11월, 영 탤런트 드림 프로젝트는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영 탤런트 

드림 프로젝트 특강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자리를 채워주었는데요. 학생들의 뜨거

운 열정이 느껴지던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김태형 매니저(BMW 코리아 IT)   ‘IT Project Management’

강연 내용

“2022년에도 영 탤런트 드림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BMW 코리아 임직원의 

특강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자동차 산업 속 다양한 직무에 대해 생생히 

알아가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김태형 매니저 BMW 코리아라는 회사의 방향성과 BMW 코리아 내 IT 부서가  

하는 업무를 공유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시는 임직원

분들께 꼭 한번 참여 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임직원 후기

석다빈 학생 전공이 IT 관련이다 보니 평소에도 IT 직무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

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 실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여 학생 후기

경상국립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

여 온·오프라인 통합 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태형 매니저님은 BMW 코리아의 IT 부서를 소

개해주셨습니다.

IT팀의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꼭 필요한 직

무 역량 등 실무자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들

어본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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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신규 친환경 목적사업인 NEXT GREEN TO-GO는 전기차 배터리를 이동식 친환

경 에너지 저장소로 활용하여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공익 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 제

공과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NEXT GREEN TO-GO를 소개합니다.

지구의 내일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가 찾아갑니다

NEXT GREEN TO-GO

NEXT GREEN TO-GO의 시작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전기차 배터리를 어떻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전기차 배터리를 이동식 에너지 저장소

(Energy Storage System-ESS)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BMW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소(ESS)로 제작하고, 

이렇게 제작된 에너지 저장소를 

트럭에 실어 이동성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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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ESS 제작 진행 절차

BMW 전기차 

배터리 수급

안전성이 검증된 

시스템 주문 제작

모바일 ESS 

장착을 위한 

트럭 준비(5t~)

안전 및 규정 

승인을 받은 

ESS 트럭 제작

공익 목적 사업

수행

배터리 수급
배터리 

컨테이너 주문
운영트럭 조립 운영

기대 효과

NEXT GREEN TO-GO 1,000시간 운영 기준 = 5,000kwh 전력 사용 시  

약 12t의 

탄소 배출 

절감 효과
발전기 엔진 가동 

1,000시간 절약

나무 555그루 

식재 효과

Q&A

에너지 저장소(ESS)가 이동식으로 

구성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공익 행사 

및 재난 상황 비상 전력 지원 등 전국 어디든 전력

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공익 목적의 에너지를 제공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더 있나요?

다양한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독일 BMW 

그룹 본사는 공장 전력 일부를 심야에 저장한 배터

리를 활용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타임에 활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

(ColdPlay)’는 BMW 전기차 배터리를 무대 전력으

로 공급하는 친환경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900ℓ의 

디젤 연료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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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GREEN TO-GO

사업 목표

NEXT GREEN TO-GO @인터배터리 2022

지속 가능한 환경 인식 확산

에너지 생산 및 사용으로 야기

되는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를 

알리고 더 많은 분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활용법 제시

전력 사용 시 배출가스 및 소음

을 발생시키지 않는 이동식 에너

지 저장소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의 환경 친화적 활용 방안을 제

시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연구

공익 목적의 에너지 제공 활동을 

통해 에너지 저장소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급변하는 모빌리티 분

야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에 기여합니다.

NEXT GREEN TO-GO가 지난 3월 17일~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 2차전지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2에 참가하였습니다. 전

시회 기간동안 NEXT GREEN TO-GO의 친환경성

과 더불어 다양한 공익 목적의 활용 방안을 방문객

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NEXT GREEN TO-GO

의 앞으로의 발걸음을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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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s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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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코리아 미래재단이 10주년을 맞아 인스타그램 계정(@bmwkoreafuturefund)을 오픈했습니다. 슬로

건인 ‘FUTURE HERO’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우리’를 뜻합니다. 앞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미래재단의 다양한 활동과 소식을 보여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통해, 미래재단의 'FUTURE HERO'가 되어주세요!

BMW 코리아 미래재단 
공식 인스타그램 오픈

bmwkoreafuturefund

공식 인스타그램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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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 활동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작년 미래재단 설립 10주년 행사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

로 역량을 길러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시작한 학

생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성

취와 스스로가 나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아름

다운 마음이 모인다면 사회는 풍요롭게 발전하리

라 생각합니다. 

Q.  기부자로서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생각이 젊습니다. 기부 

참여를 위한 형식적인 프로그램보다 실질적인 도

움을 줄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갑니다. 제가 만나

본 사무국장님과 매니저님은 활동적이고 선한 영

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눈을 반짝이는 사람들이었

습니다. 저는 그런 미래재단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Q.  작년 10주년을 맞이한 BMW 코리아 미래재단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10주년을 축하드리고 앞

으로의 10년 행보도 지지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

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막연한 일입니다. 미래재

단은 “이어주고, 변화를 만들고, 공감을 이끕니다”

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유지하며, 저를 비롯한 모든 

후원자를 대표하여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널

리 퍼뜨려 주길 바랍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의 ㈜한스코라는 업체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지헌이

라고 합니다.

Q.  BMW 코리아 미래재단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BMW를 구매했던 시기가 2016년 3월이고, 그

해 5월쯤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 BMW 매칭펀드라

는 후원 방법에 대한 리플렛을 읽었습니다. 마치 

나비효과처럼 불어나는 기부 액수를 보고 처음으

로 기부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저의 기부

가 시작되었습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기부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운영됩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후원을 해주고 계신 정지헌 기부자님을 만나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었던 계기에 귀 기울여 보

았습니다.

작은 힘이 모일 때 아이들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부자와의 만남

FOOTPRINT of FUTURE

함께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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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PRINT of FUTURE

기부 이야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기부는 차량 판매 시 기부가 되는 세일즈 매칭 

기금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자율적 기부 환경을 고려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손쉬운 후원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BMW 코리아 미래재단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주세요!

차량 1대 판매 시 매칭펀드 3배 조성

BMW 그룹 코리아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BMW 공식 딜러사 

15,000원 
기부

BMW 차량이 한 대 판매될 때마다 BMW 그룹 코리아와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BMW 공식 딜러

사에서는 각각 15,000원씩을 기부하여 사업 기금을 조성하며, 고객은 원하는 금액으로 자유롭게 기부

가 가능합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에 동참하실 수 있으며, 고객님의 소중한 기부금

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일즈 매칭 기금

기부 방법

1

미래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4

2

상단 바의 ‘후원하기’를 

클릭합니다.

3

상황에 맞게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을 선택합니다.

후원할 사업명을

선택하고 후원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무통장 입금 등 납부 방식과 

후원 금액을 설정합니다.

6

후원 완료! 이제는 여러분도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가족입니다.

THE FUTURE
SPRING/SUMMER 2022



발자취가 모여,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지나온 10년의 발자취.

올해에도 희망찬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걸어 나가겠습니다.

E P I L O G U E

기부를 통해 미래재단의 발걸음을 응원해 주세요!

BMW 코리아 미래재단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남산 14층 04631
www.bmwkoreafuturefund.co.kr
Blog. blog.naver.com/bmwfuture
E-mail. future@bmw.co.kr
Tel. (080)269-2300

본 책자의 표지 및 내지는 FSC  인증 종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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