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하반기 삼성생명

해외 석박사 채용

-
지원자격

·해외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2021~22년 취득예정자

·박사 학위자는 경력 무관, 석사 학위자는 경력 4년 이상 보유必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전형일정

-
지원방법

·Resume(자유양식) 제출 : global.recruit01@samsung.com

·아래 ‘채용부문’을 바탕으로 Resume 또는 메일본문에 희망직무 1, 2지망 반드시 기재

   ex) 1지망 : 자산-부동산운용, 2지망 : 자산-RE finance analyst

-
모집직무

-
문 의

E-mail global.recruit01@samsung.com

TEL 손용진 프로(+82-2-772-6632), 송철민 프로(+82-2-2259-7230)

-
온라인 채용 설명회

·사전 신청자에 한해 실시간 온라인 채용 설명회 실시
·KST기준 9.17(금) 오전 9시, 24(금) 오전 9시 중 신청

   - 시스템 접속 방법 등은 신청 후 개별 안내 예정

채용분야 내 용

자산

부동산 운용
•국내외 부동산금융 투융자/보유자산 관리 및 부동산시장 리서치/분석 ※딜소싱, Structuring 및 투융자 참여

•국내외 투자자/운용사 네트워크 확대
   ✽국내 또는 해외 부동산 운용경력 보유, 투자자/운용사/네트워크 보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영어) 능통 우대

프로젝트 금융
•해외 인프라/부동산개발금융/구조화금융 투융자 및 보유자산 관리 ※딜소싱, Structuring 및 투융자 참여

•국내외 투자자/운용사 네트워크 확대
   ✽관련 운용 경력 보유 (해외 인프라 또는 국내 부동산개발PF) 및 네트워크 보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영어) 능통 우대

RE Finance 
Analyst

•국내외 부동산금융(오피스,물류 등)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사업성/리스크 분석, 여신등급 및 한도부여 등

•시장동향 파악 및 보유자산 리스크 관리, 이슈 발생 대응
   ✽국내외 부동산 심사, 리스크 관리 및 사업성 평가 실무경력 보유  ✽MBA 또는 부동산 전공 우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영어) 능통

Project Finance 
Analyst

•국내외 인프라, 발전, 부동산개발 등 프로젝트금융 투융자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시장 분석 업무(산업 리서치, 이슈검토 등) 보유 자산 모니터링, 리스크관리
   ✽보험/운용/증권사, 신평사, 회계법인 유관경력 보유 우대  ✽MBA, CPA(한/미) 또는 CFA 보유 우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영어) 능통 우대

일반계정 ALM 운용

•자산/파생상품/보험부채 시가평가 모델링, 금리,주가, 환율 등 다양한 장내/외 파생상품 운용
•포트폴리오 손익요인 분석, 성과평가, 보험사 ALM 전략 수립 
   ✽실무 경력자(퀀트 개발,자산운용,상품/계리) 및 금융공학, 보험계리, 경제학 등 관련학위 보유, CFA/FRM/계리사 우대

   ✽C#, VBA, Python, R 등 개발언어로 프로젝트 수행 경험 우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통자 우대

자산IT (Quant)

•ALM기반 자산배분 및 미래 시뮬레이션 모델링 ✽K-ICS, 일반계정 헷지 연계

•오픈소스 기반 자산 Data 분석환경 구축 및 자산부문 Machine Learning/AI 적용
   ✽자산 포트폴리오 최적화 기법 경험 보유 Mean-Variance, Black-Litterman 등

      - Phython, VBA 등 프로그래밍 언어 구사 가능, 통계학 지식 보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통

글로벌
사업

해외자산운용사 
지분투자 추진

•글로벌 자산운용사 M&A 실행(타겟 선정, 가치분석, 딜 구조화 등) 및 사업 협력 및 관리  
   ✽IB/회계/법무법인 등 M&A 관련 경력자 및 전문자격(CPA/CFA/변호사 등) 보유자 우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통자 우대

해외보험사 
지분투자 추진

•지분투자 타겟 생보사에 대한 Valuation(EV 적정성 검증, 미래 신계약 가치 산출) 및 투자수익률 산출
   ✽해외계리사(미/영 등), 해외 생보사/계리법인 근무 경험자 우대

디지털

AI (딥러닝)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 개발, AI관련 솔루션 연계 및 시스템 적용 ✽컴퓨터, AI, ML 등 IT 전공자 우대

IT아키텍쳐관리
•전사 시스템, 솔루션, 데이터 아키텍쳐 설계 및 관리
•IT 신기술 도입 검토 및 기술/시장 동향 분석 실시
   ✽IT관련 전공자, 아키텍쳐 관련 有경험자(TA, SA, D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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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Data Engineer
•IFRS17 시가기준 부채결산, 가정관리 및 재무영향 분석 업무
   ✽상용 클라우드 활용 경험자,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 우대

데이터 전략기획
•데이터 수집/활용 전략 수립, DMP/CDP 관련 분석기획 및 설계 
   ✽금융권, 플랫폼사, 컨설팅사 데이터 분석 직무 경험자 우대

상품/계리

상품개발 •보험상품기획 및 위험률 개발, 상품Pricing, 약관 검토 등 ✽계리사 자격보유자 우대

계리
•소비자 보험/금융 니즈 분석, 인구고령화 및 시장환경변화 분석 및 전망 등
   ✽ FSA/ASA/한국계리사 우대, 글로벌 보험사 계리업무 경력자 우대

계리IT
•손익전망시스템(Prophet) 및 IFRS17 결산시스템 효율화/자동화/신기능개발
   ✽컴퓨터공학 전공자 및 프로그래밍 업무 경력자 우대

IFRS
•IFRS17 도입에 따른 당사 회계정책 검토 및 IFRS관련 정책대응
   ✽AICPA보유자 우대, 글로벌 회계법인/보험사 회계/계리 경험

혁신
신사업추진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사업타당성 검토, 추진전략 수립
•CVC 펀드를 활용한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 투자 등 전략적 목적의 투자 검토
   ✽해외 MBA 전공자 우대, 증권사 IB/컨설팅사/플랫폼사 출신

전략/기획 •헬스케어 관련 전략 수립 및 기획 ✽해외 보험사 및 헬스케어사 등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

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소비자 보험/금융 니즈 분석, 인구고령화 및 시장환경변화 분석 및 전망 등
   ✽경제/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 데이터분석 역량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기업컨설팅 경험자 우대

임원면접
10월 말
(화상 면접)

지원서 접수
9.15(수)~30(목)

전문성 면접
10월 중
(화상 면접)

합격 발표
11월 중

입사
입사일 개별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