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프아이에스] 2017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국내 최고의 금융IT 기업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은행’, ‘카드’, 등 금융업종 전반에
대한 핵심 솔루션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금융기관에 토털 IT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700여명의 금융 IT전문가를 보유한 우리에프아이에스는 국내 최초로 ‘개발’, ‘운영’, ‘보안’의
3대 국제 품질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우수한 IT관리체계를 인증 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IT기술을 통한
고객 비즈니스 가치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모집요강 및 자격요건
지원 분야

업무 내용

채용인원

서울

00 명

금융 ICT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IT 개발 및

핀테크, 모바일플랫폼, 글로벌 뱅킹 등

운영

신규 금융IT분야 개발 및 운영

신입사원
근무형태

근무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정규직

모집인원

00명

▶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기간

2017.5.31 수요일 17시

지원방법

홈페이지

지원자격
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IT관련 전공 및 이공계열 전공자(단, 기타 전공자 중 IT 역량 보유자 지원 가능)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 및 금융거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타 당사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지원자
IT관련 대회/공모전 수상내역 보유자
상세내용

IT자격증 보유자/금융자격증 보유자/IT업종 근무경력자
모바일 앱 개발 경험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 전공 및 자격보유자
영어/일어/중국어/베트남어 능통자
대외활동(인턴, 봉사활동, 홍보대사 등)경력자 (활동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원서접수
원서접수기간 : 2017년 5월 12일(금) ~ 2017년 5월 31일(수) 17:00
접수방법
- 우리에프아이에스 홈페이지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www.woorifis.com → 신입사원 입사지원 팝업 클릭 → 지원서 작성)

⋅ 2017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는 학교별 리크루팅 진행으로 인해 참석이 제한되었던 기존의
설명회/상담회에서 벗어나 입사하고 싶은 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에 직접 방문하셔서 회사와
직무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열린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에프아이에스에 대해 더욱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금번 행사에 지원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
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1차 : 2017년 5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
- 열린 채용 설명회 :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 열린 채용 상담회 : 오후 2시 ~ 5시
열린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 진행
안내

⋅ 2차 : 2017년 5월 26일(금) 오후 1시 30분 ~
- 열린 채용 설명회 :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 열린 채용 상담회 : 오후 2시 ~ 5시
⋅ 장소 : 마포구 상암동 소재 우리금융상암센터 3층 IT교육장(채용설명회)
및 301호 회의실(상담회)
⋅ 참가신청 : 별도 참가 신청 없이 해당 장소를 방문하셔서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 열린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에프아이에스 채용담당자
(인사팀 박성일 차장, parksi@woorifis.com)이메일 또는 지원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을 통해
채용 관련 문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우리에프아이에스 홈페이지 채용공고의 담당자 연락처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