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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메트라이프금융그룹은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 약 1억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리딩보험사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메트라이프금융그룹은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이어가고,
끊임없는 혁신을통해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높은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1989년에 설립되어 부실자산비율 0%로 대표되는 재무건전성은 물론, 2003년 업계 최초 변액유니버셜보험
출시를 시작으로 2018년 금리연동형 유니버셜달러종신보험 출시에 이르기까지 선진 상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당일 지급 서비스, 디지털 고객창구 구축 등 고객중심 서비스를 실천하는 메트라이프생명은 고객과의
약속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152 Years

31 Years

1868년 창립

43 위

2018년 Fortune 500Ⓡ기업 중
2018년 12월 포춘지 선정

1억 명

776 조원

2018년 12월 기준

2018년 12월 미국 메트라이프 재무재표 기준

전세계 고객 수

1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보험사

Insurance: Life, Health(stock)부문
2018년 2월 포춘지 선정

총 자산규모

1989년 창립

480 억 달러

0%

2018년 기준

2018년 한국 메트라이프 재무재표 기준

보험금 지급액

부실자산비율

155 만건

20+조원

2019년 1월 기준

2018년 기준

보유계약건수

1위

완전판매비율

2018년 기준, 생명보험협회

총 자산

0.59 일

보험금 평균 지급처리기일
2018년 기준

FOR
Success of
Corp. & CEO

MetLife,
Your Business
Success Partner
기업 경영 및 CEO 개인 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현안과 리스크 해결을 위해

차별화 된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업과 CEO를 위한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란?

기업 운영의 재무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제도 및 정책 등을 수립하고, 법인세 절감은 물론 안정된

현금흐름을 창출하여 법인 내부의 부를 효율적으로 CEO와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나아가 CEO가 평생 열정을 바쳐 일군 가업을 자녀에게 성공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CEO의 위험에 대비하는 방어전략까지 수립해 드립니다.

기업 & CEO를 위한 종합재무컨설팅 서비스

개인기업
법인 전환

법인 전환 컨설팅

법인기업

이익증가

법인 기본 컨설팅
법인 심화 컨설팅

개인 이전

세대 이전

가업승계 컨설팅
CEO 자산관리

가업승계

Consulting
Service
법인 경영효율화를 위한 5대 필수 컨설팅
기업 제도 정비 컨설팅

기업의 헌법이자 임원관련 규정집인 정관을 정비
주주 및 임원 구성에 대한 가이드
임원의 보수, 퇴직금에 대한 정비

가지급금 컨설팅

중소기업의 필요악,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상속, 증여 컨설팅

절세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증여와 상속 플랜

배당정책 컨설팅

합법적이고 전략적인 법인이익의 배분, 절세의 시작

인사, 노무 컨설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 기본제도 정비부터 분쟁까지

FOR Success of Corp. & CEO

법인운영 관련
종합 재무컨설팅 & 서비스
기업 경영 및 CEO 개인 자산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재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MetLife생명과 함께 기업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 전환 컨설팅

・성실신고확인제도 영향분석
・최적의 법인 전환 방법 선정 및 전환 실무 가이드

법인 기본 컨설팅

・정관정비
・배당정책
・직원 퇴직연금 도입 ・임원 보상 플랜
・법인자금 운용 전략
・기업 & CEO 리스크 관리
・주주 및 임원 구성 가이드라인

법인 심화 컨설팅

・기업재무 진단
・자기주식 취득
・차명주식 처리 방안
・비상장 주식의 기업가치 평가
・법인 세무 이슈 (가지급금, 세무조사 등)
・기업인증 및 정책자금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가업승계 컨설팅

・주식가치 조정 전략 ・상속세 지원 마련 방안
・기업승계 사전 준비

CEO 자산관리

・보유 부동산 분석
・증여 상속 플래닝
・투자 포트폴리오 자문

FOR
Achievement
of Employee

MetLife,
Support
Your Employee
Achievement
임직원들의 자산관리도 단순히 재테크를 넘어 체계적인
종합자산관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메트라이프만의 인생전반의 재무설계를 통해

임직원의 삶속에 재무적인 안정과 행복을 심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로열티 제고를 위한 기업복지
차원의 종합재무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개인 보유 자산의 진단 및 분석
자산 포트폴리오 적정성 및 최적의 관리방안

부동산 자산 토탈 컨설팅

효율적 사전증여,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리모델링,
임대사업 극대화

은퇴설계

저금리시대 대비 투자를 통한 노후 준비, 보장자산 마련

목적자금 플래닝

결혼, 교육, 주택마련, 목돈 마련 외

NobleRich Center is

Consulting
Professional Group

ABOUT
NobleRich
Center

은퇴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비즈니스 &
종합재무컨설팅
전문가 그룹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세무 전문가

NobleRich Center

법인 CEO

| 서울 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31(청담동 31-10) 3층
대표번호 : 02-514-4113 / FAX : 02-514-4234
| 부산 VIP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17 국제신문사 10층
TEL : 051-632-8520 / FAX : 051-507-9731

| 대전 VIP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 교원공제회관 17층
TEL : 042-471-8040 / FAX : 042-477-7605
| 광주 VIP룸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72 현대해상빌딩 12층
TEL : 062-456-0400 / FAX : 062-456-0435
| 전주 VIP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서신동 KT빌딩 5층
TEL : 063-276-8066 / FAX : 063-276-8067

강남구청역
•4번출구

청담사거리

•청담동성당
청담역
8번출구•

청담역
•
강남구청

청담역2번출구•

영동대로

| 대구 VIP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KB손해보험빌딩 20층
TEL : 053-754-6121 / FAX : 053-754-6131

삼성로 731, 3층

노블리치 센터

VIP 고객
직원 개인

보험 전문가

투자 전문가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기업 종합재무컨설팅은 노블리치센터 전문가 그룹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CEO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특화된 재무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세무, 투자, 부동산, 상속, 증여, 은퇴, 보장 등 VIP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퇴, 보장, 부동산, 투자 등 인생의 다양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 재무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