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changers wanted
Bain & Company Korea is now hiring
Associate Consultant Candidates!
Bain Applicants’ Night
Special opportunity to meet Bainies in the office
Exclusive tips on case interview & career planning

Date : Week of Sep 15, 2014
Time : 6:30 p.m. (refreshments provided)
Place: Bain & Company Office

Invitation to 2014 Fall Applicants Only
th

Submit your application by 10 a.m., September 10
Invitation will be sent out to selected individuals on September 12th
Applicants must apply via www.bain.co.kr / www.joinbain.com

지원방법
서류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국문 or 영문으로 작성)

이력서 : GPA & 수신 가능한 email (hanmail 계정 사용 불가)
 에세이 : font size 10, 1장
    (Career goal과 베인에서 어떻게 achieve 할 수 있을지 기술하시오.)
(1+ yr full-time 경력이 있는 경우, cover letter로 essay 대체 가능)

성적 증명서 : 최종학교 기준, 단 석사 학위 소지자는 학부 포함하여 제출
※분
 량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A4 1장으로 작성 요망 / 모든 파일명은 영문으로 작성.
기타 증명서는 면접자에 한해 요청 시 추후 제출하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무관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전형방법 및 일정
자격 : 전공제한 없음 / 기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 예정자
한국 근무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외국국적자는 F-4비자 이상 보유)
접수방법 www.joinbain.com     Apply to Bain     Apply Now (영문)
“Associate Consultant” 포지션 선택, 1st office preference “Seoul”로 반드시 기입
 이력서 (resume/CV) 와 에세이 (cover letter)는 MS word/PDF 파일로 첨부
(성적증명서 – transcript란 은 PDF 파일로 첨부 (용량 최소화)

서류마감 9월 10일 (수) 10AM, 한국시간 기준
1차-3차 인터뷰는 9월 중 진행되며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인터뷰 안내가 통보 됩니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
인터뷰가 어려운 지원자들은 온라인 지원 후 recruiting 담당자에게 이메일 문의 바랍니다.
서류마감 2~3일 전에는 많은 지원자들로 인해 시스템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 준비된 분들은 미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회사 내부 사정 및 지원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 및 지원 정보는 www.bain.co.kr / www.joinbain.com을 방문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담당자 강주원 (Juwon.kang@bain.com) / +82-2-6320-9374) 앞으로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