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DC Labs. 인턴 모집 
 

 

 

 

▣ 벤처 투자사에서 Intern Researcher 를 모집합니다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Research Firm 에서 조금 색다르고, 재밌게 일할 열린 사고방식의 인재를 모집합 

니다. BDC Labs.㈜ 는 비상장 위주의 투자를 하지만, 기존 VC(Venture Capital)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이 산업을 Deep Research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이후, 투자할 기업을 발굴하고 

분 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업무는 Research가 됩니다. 

 
♣ BDC Labs.㈜가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기심이 많은 인재: 세상의 변화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이 많아야 됩니다. 

때론,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관심과 호기심은 무한대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2. 관심 분야가 생기면, 집요하게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3. 다양한 문화에 열려 있고, 미국/중국 등 현재 Main Stream 문화권을 직접 경험해 보거나, 많 

이 접해보신 분(유학파 포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 창업 경험이나, 다수의 알바/인턴 경험을 통해 사업이 실제로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 기본 

지식 과 경험이 있는 분이길 바랍니다. 

5. 무엇보다, 본인이 찾아내고 발굴한 기업에 투자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저희와 함께 

성장하는데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실 분이어야 합니다. 

 
◈ Main-Role은 다음과 같습니다. 

- Weekly 단위로 보고서 작성, PT 발표, 토론 



♥ BDC Labs.는 이런 회사입니다. 

- 스타트업의 시작(Birth) 부터 목적지(Destination) 까지 모든 선택(Choice)에 도움을 주며, 함께 성 

장하기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투자사입니다. 

- 대표이사는 12조원 가량의 LP 머니를 운용하던 Big House 출신으로, 저희는 그동안 RiDi 

books/Senko(IPO)/배달의민족/오늘회/SWING/StageFive 등에 투자해 왔습니다. 

 
★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왠만한 Start-Up 뺨치게 자유롭고, Flexible한 근무 환경 

(저희는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택 포함 어디서든 근무 가능하며, 사무실 출근시에는 업 

무 시간 내 자유롭게 시간 활용 가능합니다. Ex)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기, 일하다 막히면 

Refresh 하고 오기 등) 

모든 평가는 보고서/PT로 합니다. 고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참고로, Office 위치는 압구정로데오입니다.) 

- 동종 업계 상위 수준의 연봉, 복리후생 

* Intern : 6개월 이상 근무 요망 ==> 이후 당사 Junior 채용 기회 

제공, (월 세전 300만원+인센티브 이상 제공) 

 

투자업의 가장 큰 매력은 내 손으로 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어느 업계에서도 느낄 수 없는 성취감과, 충분한 보상이 따르는 매력적인 

일입니다. 우리 BDC Labs. 의 팀 멤버는 이미 투자 업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여러분의 시작을 지원해줄 충분한 Network와 Backgroun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꿈을 펼쳐 나갈 당신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모집인원 : Intern Resercher 0명 

- 모집기간 : 수시 채용(서류, 면접 ➔ 2주 수습기간 적용 후 채용) 



- Contact : BDC Labs㈜. 정원호 이사 

Resume 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E-mail: 

waynejeong@bdclabs.co.kr 

-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부탁 드립니다. 

Cell: 010-7614-7799 (정원호 이사) 

mailto:waynejeong@bdcla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