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G Seoul office의 2011년 Spring Associate Consultant 채용일정을 소개합니다.
Campus Presentation
•

서울대: 3월 2일 (수) 문화관 중강당 4시

•

연세대: 3월 3일 (목) 백주년기념관 4시

•

고려대: 3월 4일 (금) 백주년기념 삼성관 5시

지원자격
•

2011 년 8월 졸업 예정자 및 기 졸업자 (전공 무관, 남자의 경우 군필 혹은 면제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무관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1. 영문이력서 (GPA 명시)
– 병역특례, Military Service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영문 Essay (300~500 단어로 작성) – Essay 상단에 반드시 이름을 표기
– Describe your achievements where you have taken an active leadership.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at experience?
– 이력서와 Essay는 반드시 영문명으로 된 MS-Word파일 형태로 제출
3. 최종 학교 영문 성적증명서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 영문 성적증명서 포함)
– 성적증명서 및 각종 첨부서류는 원본을 scan하여 email에 첨부파일로 제출 (첨부파일 용량
최소화 요망)

전형방법 및 일정
•

지원서 제출 마감: 3월 14일(월) 오전9시까지

•

서류 합격 통지: 3월 21일(월) – e-mail 로 개별 통보

•

Team Discussion Round: 3월 말경

•

1차 인터뷰: Case Interview 2번, 최종 인터뷰: Case interview 2번

기타
•

지원서 제출은 seoul.recruiting@bcg.com으로 메일제목에 [지원자 성명]을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마감 1~2일 전에는 지원자가 몰려 시스템에 무리가 생겨 지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된 분은 미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399-2500) 또는 email(seoul.recruiting@bcg.com)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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