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70 GP빌딩 6층 Tel:02-575-2386 http://www.bschr.com
안녕하세요? ㈜비에스씨는 ‘Best Solution for Competency Issues’라는 사명과 같이 역량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역량평가 전문기관입니다. 최고의 인재들을 충원하고, 최신 연구와 사례들을 탐구하여 지
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워 가며, 고객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SK그룹, 현대/기아차, 한국석유공사, 전력거래소, 대우건설, 샘표식품, 동원그룹 등 다양한 대기업 및 중견기
업을 대상으로 채용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서, Biodata, 인·적성검사, 면접 등 기업체 채용 장면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선발도구들의 개발 및 운영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역량 문
제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확보를 매우 중시하며,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습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적 탐구 열의가 높고 성실한 문항 개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모집 대상
- 문항 개발 아르바이트: ○명 (문항 개발 유경험자 우대, 인지능력 우수자 우대)
주요 업무: 검사 문항 개발, 검토, pilot test 등
주요 요구 역량: 지적 호기심, 분석적 사고, 책임감, 정확성/꼼꼼함 등
※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도 지원 가능
2. 근무 기간 및 장소
- 기간: 협의 후 결정 (9~18시 종일 근무 기준 월~토 중 최소 주 1일 이상 근무 가능해야 함)
- 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사무실 (자유 복장으로 내근)
3. 급여
- 일당 6만원 (성과에 따라 일당 2만원 인센티브 추가 지급 가능)
※ 중식 비용 지원
※ 관련 전문가들의 개별 피드백을 통해 문항 개발 과정 경험 및 관련 역량 개발 가능
※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인·적성검사를 통한 역량 진단 및 해석 제공
※ 향후 BSC 직원으로 지원 시 우대
4. 지원 방법
- http://bsc.shallwe.kr 에서 지원
※ 지원 분야는 [문항 개발 아르바이트] 선택하여 기재 요망
※ 학교, 전공, 학년 등 현재 소속(소속이 없을 경우, 향후 진로 관련 현재 상황) 기재 요망
- 재학/학위증명서 또는 학생증 첨부
※ 근무 가능한 기간, 요일 기재 요망 (예.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수요일, 금요일 근무 가능)
※ 서류 전형 후 아르바이트 대상자 선정 여부를 메일 또는 핸드폰 문자로 회신 예정
※ 문의: 02-575-2386, bsc.rnd@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