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 RA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지원 방법

전형 일정

Bain & Company Seoul office에서는 아래과 같이 정기적으로 Research Assistant를 채용합니다.

지원은 수시로 가능하며 연 4회 RA recruiting process를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consulting career에 관심 있는 학부,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Consulting career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부/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군 미필자 지원 가능)

•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full-time으로 근무 (*단, 근무시작일 및 종료일은 프로젝트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RA 기간 중 full-time AC recruiting process 지원은 불가능

- 다음 RA recruiting은 2017년 11월 중 진행 예정이며, 12월 초부터 근무 가능한 분을 대상으로 함

• 한국에서 근무하는 데 법적 문제 없어야 함 (외국인인 경우에는 working visa 소지 필요)

• 영문이력서: GPA 및 근무 시작 가능일, 수신 가능한 e-mail 주소 반드시 기재 (daum/hanmail 제외)

• 에세이: “RA 경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우측 상단에 이름 표기)

- 분량: A4 1장 / 글자크기: 10 / 작성 언어: 국, 영문 무관

• 접수: 온라인(www.joinbain.com > Apply to Bain > Apply Now – 영문 기입 요망)

• Position: Research Assistant / 1st office preference: 반드시 Seoul 100% 로 입력

• 이력서(resume/CV 란) 와 에세이(cover letter 란)는 PDF 파일로 첨부

• 온라인 지원 중 Research Assistant position이 보이지 않는 경우, 우선 Associate Consultant로 지원 후

RARecruiting.Seoul@Bain.com 으로 지원 position 변경 요청 (*서류마감일 이후 요청시 변경 불가능)

• 서류지원 마감: 2017년 8월 7일 월요일 오후 6시 (한국시간 기준)

• 서류결과 안내: 서류 마감일로부터 약 일주일 후 email로 안내 예정

- 8월 중순 2회의 인터뷰가 진행되며, 상세 일정은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

- 해당 시기 해외 거주자는 VC(Video Conference)로 인터뷰 진행 예정

• RA program 관련 문의 : RA recruiting 담당자 (RARecruiting.Seoul@Bain.com)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24층 Bain & Company Korea, Inc.

- 전화: 82-2-6320-9405   /   FAX:  82-2-6320-9301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bain.co.kr 또는 www.joinbain.com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A R&R

• 실제 case team에 투입되어 Bain 컨설턴트와 함께 프로젝트 수행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인터뷰 및 설문조사 진행, 엑셀 및 파워포인트 자료 작성 등 case team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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