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글로벌
금융인
4기
양성과정

스타강사 초빙!
박 지 선 개그우먼ㆍ이 정 욱 국가대표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고는 임직원 채용과 무관합니다.

모집대상
초·대졸 또는 졸업예정자(6학기 이상 수료자)
모집인원
1차 100명(7월 과정) / 2차 100명(8월 과정) 내외
지원기간(1차・2차 구분지원 / 중복 지원 불가)
2020년 5월 11일(월) ~ 6월 12일(금)
면접일정
ㆍ1차, 2차 : 2020년 6월 중순
교육일정(차수별 합숙교육 : 2박3일)
ㆍ1차 : 2020년 7월 중순
ㆍ2차 : 2020년 8월 중순
교육장소
ㆍ라비돌리조트(합숙교육) : 경기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6
ㆍ강남 GT TOWER(현장교육)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11
ㆍ미래에셋생명 본사(현장교육)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

TAMs는 Total Asset Manager school의 약자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대우・생명
금융업 실무자 특강!

교육내용
ㆍ미래에셋 그룹 소개 및 성장 스토리
ㆍ글로벌 금융시장 트렌드
ㆍ주식, 채권, 보험, 부동산 등 포트폴리오 시장관리
ㆍ금융 Sales 프로세스의 이해
지원방법
ㆍE-mail 접수 : 권영주 매니저 hussypooh@miraeasset.com
※ 지원서 양식은 미래에셋생명(life.miraeasset.com)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과정문의 : 강남미래로사업본부 권우원 SM(010-4301-6610)
전형방법
ㆍ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ㆍ홈페이지 공지(life.miraeasset.com),
개별 e-mail 또는 문자 회신
ㆍ서류전형 발표 : 2020년 6월 16일(화)
ㆍ최종합격 발표 : ㆍ1차, 2차 2020년 7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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