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리치골드에셋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재무상담사 정규직을 채용합니다.

■ 리치골드에셋 재무상담사 모집요강
1. 대    상 : 4년재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모집인원 : 100명 내외

3. 급여기준 : 기본급+인센티브

4. 복지혜택 : 4대보험가입. 퇴직금지급및 기타복리후생 동일

5. 기타 상세내용은 회사모집요강 및 정규직 채용지침 참고 바람

■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1. (지원대상)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청년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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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1,600만원 + ∝

기업

정부 지원금
(근로자 취업지원금)

900만원 / 2년

근로자 적립금
(본인 납입금)

300만원 / 2년

기업 기여금
400만원 / 2년

1M
75만원

6M
150만원

12M
225만원

18M
225만원

24M
225만원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기간별 적립)

1M
45만원

6M
70만원

12M
95만원

18M
95만원

24M
95만원

기업 명의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로 적립(기간별 적립)

근로자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5, 15, 25일 중 선택)

월 12.5만원 24개월 납입

근로자

리치골드에셋

정규직 채용공고

당신의 성공을 위해!! 

㈜리치골드에셋은 당신의 걸음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RICHGOLD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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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본부 :  062-225-0562 광주시 동구 장동31 KT광주사옥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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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PB, 보험사FC, 증권사FP들이 각기 다루었던 금융상품을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따라 한 곳에서 포트폴리오 및 

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미국, 영국을 비롯한 금융 선진국은 종합금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종합금융인과 상담을 생활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으면서 부러워 보이던 사람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하기 적기라고들 합니다.

리치골드에셋은 향후 본인의 장점과 적성을 고려하여

전문 상담가와 전문 관리자 2가지 길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개인적, 사회적으로

최고의 성취를 누리는 길을 ㈜리치골드에셋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내딛는 첫 발걸음이
당신을 성공이란 정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단순 판매인이 아닌 종합금융인
정상으로 가는 길
그 아름다운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금융 One-Stop Service

다양한 금융상품

모든 Life-Needs 맞춤서비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체제도입

2009년 이후 자본시장법 실시

채권

파생

연금

보험

주식

ETF

ELS

ELW

예금

펀드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

그 길의 끝에 서있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행복 가득 차고 여유로워 보이는 자신의 모습 그려지시나요?

단 한번뿐인 인생입니다. 보다 활기차고 당당한 삶. 

풍족하고 여유로우며 행복한 삶을 위해 

이제 도전해 보십시오. 정상 (성공)으로 가는 길!

㈜리치골드에셋이 알려드립니다.

부지점장
(VBM)

지점장
(BM)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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