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nch
Your Career
The Associate Program at AlphaSights

AlphaSights의 클라이언트 서비스팀의 어소시에이트는 고객사와 산업 전문가를 연결하는 접점의
역할을 합니다. 고객사가 필요한 지식 정보를 파악하여 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 전문가를
찾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빠른 페이스의 업무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와 대면하며 효과와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접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기술뿐만 아니라 상업적 비즈니스 통찰력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
•
•
•
•
•

협상 능력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관리
클라이언트 서비스
갈등 및 문제 해결 능력
트레이닝 능력

An Accelerated Career Path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 첫날부터 상당한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 중심의
빠른 커리어 패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AlphaSights의 동문은 세계에서 저명한 회사로 진출
하거나 최고 명문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ICE PRESIDENT
5+ 년차
MANAGER
2–5 년차
ASSOCIATE
0–2 년차

수백만 달러 상당의 어카운트와 여러
팀을 관리합니다.
어소시에이트와 담당 어카운트를
관리합니다.
프로젝트 수행과 수익 창출 업무를
수행합니다.

AlphaSights의 야심찬 글로벌 팀에 합류하세요. alphasights.com/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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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eople Say...

“AlphaSights는 한마디로 성장의 장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움직
이는 모든 산업에 아울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입사 시기부터 곧장 실무
를 담당한다는 점이 처음에는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배움의
단계를 거쳐 어카운트를 직접 담당하고 키우고 있는 현재, 매일 ALPHASIGHTS
성장을 LTD
체감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s a recipient of the HR Asia Best Companies to
Work for in Asia 2020 organised by HR Asia

— 김사라, 서울 클라이언트 서비스팀 매니저, 세인트메리대학교 사회학과
전공

held on 4 September 2020
Hong Kong

WILLIAM NG

Group Publisher / Editor-in-chief
Business Media International

“AlphaSights의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은 화장품부터 반도체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업계 최고의
의사 결정자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여 실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AlphaSights 덕분에 누구보다 빠르게 커리어를
키워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S/N:L09J6I8BTLJF

— 문지환, 서울 클라이언트 서비스팀 어소시에이트, 런던대학교 경제학과
전공

Who We’re Looking For

성과 중심의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AlphaSights에서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며, 시간을 들여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Drive

Results

Adaptability

Humility

Emotional
Intelligence

Why Join Us?

• 측정 가능한 성과와 결과에 중점을 두는 빠른 업무 환경

• 투명성과 지속적인 피드백, 전문성 계발 그리고 성공을 축하해 주는 팀 중심의 강력한 지원 문화
• AlphaSights 재직 중, 그리고 이후에도 분명한 커리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PD
(Professional Development) 팀
• 팀 및 다양한 오피스 소셜 이벤트 지원

AlphaSights의 야심찬 글로벌 팀에 합류하세요. alphasights.com/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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