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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골드에셋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남보다 앞서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여 금융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고객의 재무관리를 돕는 재무전문가 집단입니다.

무에서 유를 제시하는
진정한 평생 재무동반자 리치골드에셋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더불어 능력에 따른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성과주의, 능력주의는 리치골드에셋의 기업가치입니다.
뛰어난 업무수행능력과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고의 보수를 향해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

보수의 한계가 없는, 열정과 능력에 비례하는
성과지향적 문화

최고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회사, 구성원, 고객 간의 Win-Win 파트너십 
형성을 최고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개개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회적 성공 달성, 회사 이익의 극대화, 
재무설계를 통해 실현되는 고객의 재무적 목표달성은 리치골드에셋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지켜 온 경영가치입니다.

회사와 개인이 Win-Win하는 
리치골드에셋의 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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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같은 만남
가족으로 이어지는 기업



2010
   1월   삼성생명보험과 판매계약 체결 

   2월   경기 일산지점 개점 

   3월   투자 운용 본부 개설 

   4월   전북 전주지점 개점 

   5월   방문판매업 허가(상조판매업) 

   6월   해외연수 실시 - 캄보디아  

    

2011   
   6월   해외연수 실시 - 필리핀 세부 

   7월   부산지사 개설 

   7월   자회사설립 - 주식회사 창떼르
             (전세비행기전문투어)

12월   강남지사 개설 

    

2012  
   1월   KDB생명 판매계약체결 

   1월   해외연수 실시 - 홍콩-마카오
              (5년 이상자 무료여행) 

   6월   해외연수 실시 - 북경 

11월   광주사업본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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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월   ㈜리치골드 설립    

12월   (주)동부생명보험과 업무협약체결 

     

2004
   4월   해외연수(임직원, S.M, F.P) -중국(장가계, 상해) 

12월   CY2004 최우수 회사 선정 

12월   해외연수 실시 -푸켓 

     

2005    

   5월   (주)동부생명 GA부문 연도대상 수상 

   6월   임직원 및 F.P workshop-충무 마리나 리조트 

10월   임직원 및 F.P workshop-일본 

12월   (주)AFO 업무협약체결 

     

2006
   1월   매니저 신년회-중국(상해) 

   2월   (주)대한생명보험과 업무협약체결 

   3월   사무실 확장 개소 

   4월   AFO 창립페스티벌 및 연도대상 시상식 -태국(파타야) 

   4월   (주)교보생명보험과 업무협약체결 

   5월   재무설계 전문 남성 F.P조직개점(골드지점) 

   7월   임직원 및 F.P workshop-제주도(한화콘도) 

   9월   (주)동부화재보험 업무협약체결 

10월   해외 연수 실시-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 

10월   생산성향상 우수회사 선정

2007
   1월   유사투자자문회사등록 

   2월   미래에셋생명 업무협약 체결 

   2월   흥국쌍용화재해상 업무협약 체결 

   3월   현대해상화재 업무협약 체결 

   4월   2007 고객만족 GA대상 선정(교보생명) 

10월   해외연수 실시 - 필리핀 마닐라 

12월   2007 고객감동 POWER BLAND 

             우수업체 선정(중앙경제신문)

2008
   1월   메리츠화재 업무협약 체결 

   1월   KDM지점 개설 

   2월   스페셜지점 개설 

   3월   테헤란지점 개설 

   3월   강남지점 개설 

   5월   동광주지점 개설 

   6월   PCA생명 업무협약 체결 

   9월   여주지점 개설 

      

2009 
   3월   광주 센트럴지점 개설 

   5월   (주) 동양생명 업무협약 체결

   7월   자회사설립 - 주식회사알지RG(부동산)

   9월   광주 상무지구 골드라인지사 개점 

10월   임직원 및 F.P Workshop - 영광 

11월   임직원 Workshop - 평창 휘닉스 파크 

12월   서울 등촌동 서울지사 개점 



2013   

   6월   LIG손해보험 판매계약 체결 

   7월   유관회사설립 - 계명솔라 주식회사(신재생에너지) 

   8월   해외연수실시 - 몽골 

12월   창립10주년 기념행사 - 무주리조트

2014  

   2월   사명변경 - 주식회사 리치골드에셋

   2월   해외연수 오키나와  

   3월   유관회사설립 - 계명솔르농업회사법인 

   6월   한화손해보험 판매계약체결 

   8월   해외연수 베트남 다낭 

12월   유관회사설립 - 사단법인 인적자원개발원(해외취업교육) 

    

2015   
   6월   해외연수 라오스  

    

2016
   1월   여수지점개설  

   4월   메트라이프생명 계약체결  

   5월   해외연수 미서부(LA, 라스베가스, 3대캐년)  

   6월   KB 금융지주 KB생명보험계약체결

10월   미래에셋생명 업무협약 체결

10월   해외연수 - 괌(하계시책달성자)  

2017
   8월   해외연수 - 보라카이  

2018  

   7월   스마일지점 개점

   7월   해외연수 - 터키  

2019
   1월   광주 본부 개설 

   2월   ACE지점 개점

   8월   미라클 지점 개점

   9월   해외연수 – 보라카이

리치골드에셋 해외연수현황

1. 2004년 04월 중국(장가계)

2. 2004년 12월 푸켓(피피섬, 팡아만)

3. 2005년 05월 뉴질랜드

4. 2005년 10월 일본(큐슈)

5. 2006년 01월 중국(상해)

6. 2006년 04월 태국(파타야)

7. 2006년 11월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

8. 2007년 10월 필리핀(마닐라)

9. 2010년 06월 캄보디아

10. 2011년 06월 필리핀(세부)

11. 2012년 01월 홍콩-마카오(5년이상자 무료여행)

12. 2012년 06월 북경

13. 2013년 08월 몽골

14. 2014년 02월 오키나와(일본) 

15. 2014년 08월 다낭(베트남) 

16. 2015년 06월 라오스

17. 2016년 05월 미서부(LA,라스베가스,3대캐년)

18. 2016년 10월 괌(하계시책달성자)

19. 2017년 8월 보라카이

20. 2018년 7월 터키

21. 2019년 9월 보라카이

22. 2020년 1월 필리핀 클락 매니저 및 장기근속자 신년회



리치골드에셋 그룹 현황

설립목적과 배경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리치골드에셋은 고객상담을 통한 맞춤형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무관리와 자산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리치골드에셋

투자형 상품 증대
완전판매 요구증대

상품비교 후 구매의사 증대

고소득자 증대
고객니즈 차별화

금융환경 변화
종합자산관리 필요요구 증대

금융소비패턴의 복잡, 다양화
Action Plan 상품 요구 증대

판매채널의
다변화

소비자중심         시장 재편소비자중심         시장 재편

사단법인
인적자원개발원
교육사업 (청년, 해외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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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골드에셋 그룹 현황

보험·상조판매(GA)

(주) 창떼르
항공(전세비행기)
여행·레저사업

(주) 알지
부동산 임대 매매

농업회사법인
계명솔르

농수산물 재배 및 유통

리치플레이
경영컨설팅

(주) 리치골드에셋

(주) 계명솔라
신재생에너지시행회사 

사단법인
인적자원개발원
교육사업 (청년, 해외취업 등)

펀드판매전문회사

일임증권중개회사 (전문가)

일임증권중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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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질병
위험도 검진을 아시나요? 
현대인에게 발생하는 주요 질병인 암, 치매, 만성질환 등과 관련된 유전자 특정 부분을 
분석하여 확인된 유전자형과 비교해 해당 질환과의 연관 관계를 검사합니다.
저희 리치골드에셋은 300명 이상의 연구자와 기관을 파트너로 두고 있는 
유전자분석 기관을 통해 고객 개개인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항목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남성)

유방암(여성)

난소암(여성)

MPO를 포함한 3개 유전자

ABCB1을 포함한 6개 유전자

EGF를 포함한 3개 유전자

CCAT2를 포함한 9개 유전자

HNF1B를 포함한 14개 유전자

AURKA를 포함한 12개 유전자

PGR을 포함한 5개 유전자

관찰유전자주요암

뇌졸중

파킨슨병

심근경색

알츠하이머(치매)

HABP2를 포함한 5개 유전자

INPP5F를 포함한 6개 유전자

MYRF를 포함한 8개 유전자

BIN1를 포함한 7개 유전자

관찰유전자만성질환

비염

아토피

천식

TNFSF4를 포함한 6개 유전자

IL1BR1를 포함한 7개 유전자

TBX21를 포함한 5개 유전자

관찰유전자알러지성 질환

갑상선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IMMP2L을 포함한 5개 유전자

TERT를 포함한 4개 유전자

CD83을 포함한 4개 유전자

관찰유전자추가암

켈로인드 FOXL2를 포함한 5개 유전자

관찰유전자기타질환

�



유전자 검사 PROCESS

검사의뢰서, 유전자 검사동의서 작성

구강 상피세포 채취 진행

종합 결과보고서 수령 및 전무의와 결과 상담

* 검사자 위험도 및 한국인 평균 위험도 비교분석 자료제공

채취한 샘플로부터 DNA 분리

Genotyping 방식을 이용하여 질환 연관 유전자에 존재하는

유전자형 분석 및 Algorithm을 통한

유전자형의 상대적 발병 위험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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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

EXPERT

PASSION

열정을 갖은 정직한 금융상담 전문가

                  유연한 사고와 용기를 바탕으로 진취적인 자세로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
1) 자신의 일에 강한 애정을 가지고 몰입하는 사람

2) 새롭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 가는 사람

3)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언행이 일치하며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1) 언행이 일치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

2) 깨끗하고 밝은 자세로 행동이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

3) 바른 가치관을 바탕을로 동료와 고객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목표를 세워 부단히 실천하며
                        자신과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사람
1) 목표를 세워 끊임없이 배우고 활용하는 사람

2) 전문가로서 회사의 비전과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람

3)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열정

정직

전문가

보육
수수료 지급
초등학생 미만

자녀 1인

자녀 1등시
유럽여행 
5박 6일

인재상



RICHGOLD 
특별 복지제도

해외연수
연1회

장기근속자
우대

퇴직금 지급

▶ 전 직원 참석
▶ 시책전개 및 최우수업적자 1인
      – 동반자 여행경비 지원
▶ 7년 이상자 – 여행경비 20% 지원

▶ 5년이상 재직자: 
    해외연수 무료 (5년마다 1회 무료)
▶ 7년이상 재직자: 
    해외연수 여행경비 20%지원 (매회)

학자금 지급
고등학교 / 대학교 자녀
- 위임 13차월 이상자

(5년 이상 근속 RM)

정착수당,
인센티브,

정기 보너스
지급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 포상,

기념일 선물

신입사원 교육 (PAO 및 FPS),
직무능력향상 교육,
리더십강화 교육

우수사원 시상식,
워크샵, 신입사원OT,
단합대회/MT

각 회사별 지원시책, 
영업활동 지원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서울본부 :  02-562-6538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1  서정빌딩 7층

광주본부 :  062-225-0562 광주시 동구 장동31 KT광주사옥 6층

www.i-richgold.com

주식회사

리치골드에셋
R I C H G O L D  A S S E 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