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삼성생명

해외 석박사 채용
지원자격
·해외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2020~21년 취득예정자
·박사 학위자는 경력 무관, 석사 학위자는 경력 4년 이상 보유必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형일정
지원서 접수
9.14(월)~30(수)

전문성 면접
10월 중

임원면접
10월 말

(화상 면접)

(화상 면접)

합격 발표
11월 중

입사
입사일 개별협의

지원방법
·Resume(자유양식) 제출 : global.recruit01@samsung.com
·아래 ‘채용부문’을 바탕으로 Resume 또는 메일본문에 희망직무 1, 2지망 반드시 기재
ex) 1지망 : 자산운용 - Economist, 2지망 : 디지털-Big Data 분석

모집직무
채용분야

내용

Economist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분석 및 House view 수립

Credit Risk Analyst
Project Finance Analyst

•산업/기업/상품/부동산 분석 및 심사를 통한 투자 적합성 판단 및
심사를 통한 투자 적합성 판단

RE Finance Analyst
자산운용

헷지운용
부동산운용
프로젝트금융(인프라투자)

디지털

AI (NLP/딥러닝)

•NLU(자연어이해) 및 NLP(자연어처리) 기반 대화형 플랫폼 설계 및 개발
•딥러닝 등 AI기술을 활용한 알고리즘/솔루션 개발

Big Data 분석

•머신러닝/딥러닝 기반 내/외부 Business Data 분석 및 Insight 도출

AI Data Engineer

•AI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업무, 머신러닝 Data Pipeline 설계 및 개발

UX기획/설계

•금융/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UX/UI 기획 및 설계

디지털마케팅

•비대면 고객 대상 상품 마케팅 전략 기획 및 운영(Web/모바일 플랫폼 기반)

보험리스크 관리

보험/금융 연구
CRM
신사업 추진

경영지원

•프로젝트금융 투융자 및 보유자산 관리 ✽Deal Sourcing, Structuring 및 투융자 참여
•변액 해외채권자산 운용전략 수립 및 O/S 운용, 국내/외 채권 시장분석

계리/RM IT
금융연구

•부동산금융 투융자 및 보유자산 관리 ✽Deal Sourcing, Structuring 및 투융자 참여

해외채권운용

상품개발
상품/계리

•자산/부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헷지 실행 ✽Quant Developer, Actuary 우대
•금리/주가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운용 및 모델링 ✽금융공학 전공자 우대

중장기 전략
(글로벌사업 / 운용사 M&A)
글로벌 손익 분석
IFRS

•보험상품 및 위험률 개발, 상품Pricing
•변액보험 보증 구조 및 수수료 적정성 검토 등
✽금융공학 전공자 및 FSA, ASA 보유자/부분합격자 우대

•계리 손익전망 시스템 신기능 개발 및 유지보수(장래손익/현금흐름 산출 등)
✽금융공학, 컴퓨터공학 전공자 우대

•CPC전략 연구, 은퇴/보험시장 연구, 소비자 연구 ✽박사 우대
•고객 데이터 통계/분석 및 모델링
•신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 전략 구체화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신규사업 기획(선진사와의 전략적 제휴, 지분투자, M&A 추진 등 포함)
•해외법인(태국,중국) 손익 분석 및 회사 가치 평가, 신규진출 M&A 타겟社 Valuation
✽FSA, ASA보유자/부분합격자 우대

•IFRS17&9 도입에 따른 당사 회계정책 검토 및 IFRS 관련 글로벌 정책대응
✽AICPA, FSA, ASA보유자 우대, 글로벌 회계법인 및 글로벌 보험사 회계/계리 경험자 우대

온라인 채용 설명회
·사전 신청 대학에 한해 실시간 온라인 채용 설명회 실시
·KST 기준 9.16(수) ~ 9.22(화) 오전 9시 / 오전 11시 / 오후 2시 / 오후 4시 중 신청
- 시스템, 접속 방법 등은 신청 후 개별 안내 예정

문의
E-mail

global.recruit01@samsung.com

TEL

송철민 프로(+82-2-2259-7230), 김영랑 프로(+82-2-2074-2481), 오혜정 프로(+82-2-772-6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