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RUITING IN 2019

WELCOME ALL OF YOU
2019년도 인재채용 전형절차 안내

03.

01.
채용예정인원

지원처

◯◯명

http://recruit.koreanre.co.kr

04.

02.
지원 자격

지원 기간

•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2019. 10. 10 (목) ~ 10. 16 (수)

Discover

전 학년 학점평균 B 이상(4.5만점 기준, 3.0 이상)

05.

•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

문의

• 다음 어학 성적 중 1개 이상 기준에 부합

코리안리재보험(주) 총무팀

- 토익 860점, 토플 100점(IBT), 텝스 750점,

Tel : (02)3702-6054

		 토익스피킹 160점, OPIc IH 이상

E-mail : recruiting@koreanre.co.kr

		 (단, 전산 : 토익 800점, 토플 90점, 텝스 700점,
		 토익스피킹 140점, OPIc IM3 이상)

06.

• 하기 분야별 지원요건 충족자

우대사항
장애인, 국가유공자

07.
전형절차

인적성·영어
(구술/필기)시험

서류
전형

및 전산 필기시험

1차
면접

2차(최종)
면접

08.
모집분야

구분

지원 요건

비고

전공제한 없음
※ 우대사항

일반

- 제2외국어 가능자
- 공인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이수자

제2외국어1) 및
공인자격증2)대상은
아래 내용 참조

통계·수학 등 보험계리 관련 전공자 또는

계리

한국 계리사(1차, 또는 최종) 합격자
(해외 계리사인 경우에도 동등 수준으로 처리)

국내·외
보험계리사 가점

※ 관련 석·박사 학위 이수자 우대

전산

전산관련 전공
※ 관련 석·박사 학위 이수자 우대

별도 필기시험

1) 제2외국어 : 해당 언어 공인시험 성적 제출									
중국어(HSK), 일본어(JLPT/JPT), 독일어(ZD), 불어(DALF), 스페인어(DELE), 포르투갈어(Celpe-Bras) 				
이 외 제2외국어는 채용 시점에 우대여부 판단
2) 공인자격증 : 변
 호사, KICPA, 세무사, 노무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국내 기술사/기사, CFA 					
이 외 해외자격증(CPCU, FLMI, ACII 등)은 채용 시점에 우대여부 판단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채용 관련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recruit.koreanre.co.kr)에 공고합니다.
* 채용 청탁 등 채용 공정성 저해자는 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채용 종료 후 즉시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the new
world,
The world is
yours

WHAT WE DO

GO FURTHER, GO FAR

코리안리 소개

세계로 뻗어나가는 코리안리

1963년에 설립되어 오늘날 350여 명, 소수정예의

코리안리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해외거점을 개척하며 해마다 전 세계 곳곳으로

재보험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코리안리. 2017회기 말 기준 자산 10조 원을 돌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려 글로벌 빅3 재보험사로

세계 10위에 빛나는 초일류 기업 코리안리를 소개합니다.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코리안리의 비전 2050.
재보험 산업의 글로벌 프런티어 코리안리와 함께 거침없이 도전하고 성취합시다.

HISTORY

< 재보험 소개 > 관련 영상을 확인하세요.

낯선 그 이름, 재보험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내용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
위험을 분산해주는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입니다.
다소 낯설지만 매력적인 재보험의 세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재보험 전문가로의 도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동경 사무소
개설

싱가포르
사무소 개설

뉴욕 사무소
개설

북경 사무소
개설

영국 로이즈 현지법인
Korean Re Underwriting Ltd.
설립

두바이 사무소
지점 전환

1969. 10. 23

1975. 04. 01

1979. 04. 02

1997. 10. 01

2015. 02. 09

2017. 12. 29

1972. 12. 18

1978. 11. 24

1995. 02. 09

2008. 04. 08

2017. 07. 01

2019. 06. 01

런던 사무소
개설

싱가포르 사무소
지점 전환

홍콩 현지법인 설립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td.)

두바이 사무소
개설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점 설립

스위스 현지법인
Korean Re Switzerland AG

설립

WORLDWIDE NETWORKS
01.

02.

03.

재산종합보험

기술보험

선박보험

화재, 폭발,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형 플랜트 사업, SOC 건설공사에 대한

선박의 화재, 폭발, 침몰 등으로 인한

휴업손실과 배상책임 등 기업체가 직면

위험관리와 보험담보를 제공

선박 재산손해를 담보

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한 포괄적

LONDON
ZURICH

담보

04.

05.

항공보험

특종보험

항공기 기체, 승객 배상책임, 항공기 운

날씨보험, 행사취소보험, 동물보험,

항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

e-Biz 보험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

임,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게 나타나는 위험담보

종합보험

BEIJING
Head Office
TOKYO
DUBAI
SINGAPORE

4

HONG KONG
LABUAN

NEW YORK
Liaison Offices
New York, London, Beijing, Tokyo

3

Branches
Singapore, Labuan, Dubai

3

Subsidiaries
London, Hong Kong, Zurich

FRINGE BENEFITS

FINDING THE NEW FACE

교육·연수 기회 및 복지 프로그램

채용관련 Q&A

< 김재보 사원의 10년 > 관련 영상을 확인하세요.

해외연수 및 근무기회

사내외 교육

복지 프로그램

Q1.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Q4.

TRAINING FOR GLOBAL
LEADER

EDUCATION FOR THE BEST
EXPERT

GOOD CARE & WELFARE IN
KOREAN RE

A1.

먼저 직무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조직의 업무능력을 키우

코리안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

코리안리는 세계 최고의 재보험 전문가를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전반에 대한 강

보하기 위해 해외점소 주재연수, 해외 단기

양성하기 위해 사내외 다양한 직원 교육을

코리안리에서는 재보험 전문가 양성을 위

도 높은 교육을 받습니다. 영업팀에 배치되는 다수의 직원

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어민 수준의 발음과

연수, 해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다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

들은 계약 인수여부를 심사하는 언더라이터로 육성되고,

구사능력보다는 영어 소통능력입니다. 실내면접 중 영어

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서는 리서치, 손해사정, 리스크관리, 영업지

테스트는 그 사람의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소통능력을 검

원 등 다양한 업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증하는 단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

주위에서 코리안리는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해야 입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01.
해외 단기연수(OJT)
전문실무 OJT 및 전문성 강화

미국계리사, CPCU 등 다양한

주택 구입 및 임차 시

교육 클래스를 운영하여, 개개인의

(입사 1년 후부터)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

② 각종 경조금 지급

제공

	본인 결혼, 자녀 출산,

두바이 등 9개국 10개 점소에

은 아니므로 크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활안정 지원 및 복리후생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런던, 홍콩, 싱가포르, 북경,

① 주택자금 대출

Q2.

A2.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전액

재보험시장에서의 경험을 쌓고

재보험 관련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있도록 선배 언더라이터의 강의를

학자금/축하금 지원)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프로그램

④ 전 직원 무료 주차시설 제공

Q5.

회사 내에는 어떤 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5.

영업 쪽은 보험 영역에 따라 재물보험1·2팀, 기술보험팀,

재보험사에는 한마디로 모든 전공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등의 화재보험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려면

③ 학자금 지원

사내 재보험아카데미

직원을 파견하여 글로벌

저는 공대생인데 공대생도 채용 대상이더군요.
보험사에 공대생도 필요한가요?

상사(喪事) 등

02.

재보험은 글로벌 산업이므로 영업에서 영어가 중요한 것

요한 것은 국어능력이며, 영어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

연간 20명 내외

해외점소 주재연수

A4.

01.
전문자격증 취득반

02.

사실인가요?

고, 더불어 재보험 업무를 위해서는 보험 전반의 전문적

엔지니어가 공학적으로 리스크를 따져봐야 보험을 인수

해상보험팀, 특종보험팀, 장기자동차보험팀, 생명보험팀

할지, 하지 않을지 그리고 보험료를 얼마나 받을지 계산

(국내, 해외)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경영전략을 고

이 가능하겠죠. 현재 코리안리는 공학, 경영학, 법학은 물

민하는 기획실, 인사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총무팀, 손해

론 수학, 통계학, 문과대 출신까지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

사정업무를 하는 손사위험팀을 비롯, 재무계리팀, 자산운

습니다.

용팀, 정보기술팀, 리스크관리팀 등도 있습니다.

03.
해외 석사과정(MSC)
해외 유수 대학에서 재보험 관련
전공 석사과정 이수 지원

03.

02.
어학능력 향상과정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① 4대 보험 실시

수준별 외국어 수업 제공

② 매년 정밀 건강검진 실시
본인 및 배우자
③ 휴양시설 제공
	제주도 등 전국 각지 콘도미니엄
연중 사용 가능
④ 리프레쉬 휴가 제공
	10년 근무시 1달 리프레쉬 휴가

Q3.

재보험은 정말 생소한데 면접 전에

Q6.

전문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A3.

지원자분들이 재보험 관련 전문지식을 사전에 공부할 필

서류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6.

지원자의 경쟁력, 장단점, 새로운 일에 도전한 경험과 문제

요는 없습니다. 면접 중에도 전문지식을 묻는 질문은 하

의식을 갖고 변화하고자 했던 노력, 글로벌 역량에 대한 질

지 않습니다. 재보험은 B2B 산업으로 일반인에게도 낯선

문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이

산업군이며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드뭅니다. 코

는 단지 서류전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용전형 전반

리안리는 신입사원을 선발 후, 기초부터 교육과 실무를 통

에 걸쳐 고려되는 것이므로 최종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 맞춤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이자 거짓 없이 솔직하게 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A YEARLONG EMPLOYEE SAYS
1년차가 말한다

기술팀 특수파트에서 중남미 농작물 계약 검토

< 1년차가 말한다 > 관련 영상을 확인하세요.

와 선배님들의 국내외 업무를 보조하며 언더라
이터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언더라이터’는 예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전에 영국 보험회사들이 계약서 하단에 서명했

다니면서 처음으로 재보험이라는 분야에 대해

던 것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공부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보다 효율적인

따르는 만큼 매력적인 재보험 언더라이터가 되

업무를 위해 사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선해

고 싶으신가요? 재보험에 대한 관심과 배우고자

나가면서 IT개발자로서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

하는 열정, 이 두 가지면 코리안리에 지원하기에

윤유상

컴퓨터공학 전공이었던 제가 재보험회사에서 일

습니다. IT개발자로서 판교나 수원, 평택이 아
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팀
험
보
술
기

저는 보험이야말로 금융권을 꿈꾸는 공대생에
게 가장 잘 맞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도
로의 건설이나 각종 설비의 운영상 리스크를 분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보험 언더라

석하여 보험인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학지식

이팅이라는 낯선 업무에 저도 지레 겁을 먹었었

은 필수적입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를 분석하

지만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차츰 성장하고 있습

여 자연재해 사고에 대비하거나 통계를 이용해

니다. 코리안리가 해외 유수의 재보험사들과 비
교해도 뒤지지 않는 점은 바로 강력한 맨파워입
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전, 좋은 기업문화, 전문
성 있는 커리어까지 3가지를 모두 갖춘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꼭 도전하세요!

김영혁

현재 재물 재보험의 해외 수재 업무로 일본 지역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업무에서 이공학
전공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공학 전공자라고 혹
은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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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리직군으로 입사했지만 재보험에 대해서
는 잘 몰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생명보험의 재보

람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

험은 더욱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습니다. 광화문역을 오르내리는 휠체어용 엘리

국내생명보험팀에서 일하면서 생명 보험사의 재

베이터에서부터 보도 위를 달리는 공유킥보드
까지 저희 파트에서 담당하는 보험의 종류는 굉
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저한테는 매일이 새
로운 배움이고 어제와 다른 오늘이 기다리고 있
다는 걸 알면서 하루하루 출근합니다.

정현재

유원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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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관련 일을 하며 이 일이 실제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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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구조 개선,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 지원 등 재
보험의 다양한 역할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보
험과 재보험을 모르더라도, 배움과 도전을 두려
워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코리안리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수현

권나영
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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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서울의 중심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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