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SET 공고 제2019-030호

2019년도 WISET 취업탐색 멘토링 멘티 모집 공고

  WISET 공고 제2019-029호 「2019년도 WISET 취업탐색 멘토링 멘토 팀 선정 

공고」에 따른 WISET 취업탐색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링을 통한 취업 및 

진로개발, 미래설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공계 여자 대학(원)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한 화 진

1. 사업 목적

□ 이공계 전공 여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 연구소 등 이공계 분야 재직자

와의 멘토링을 통해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미래설계를 지원하여 차세대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자 함.

2. 사업 내용

□ (신청 대상) 이공계 전공 여자 대학(원)생

□ (모집 인원) 190명 내외

□ (활동 기간) 2019년 5월∼11월(7개월)

□ (활동 내용) 16개 멘토 팀 별 상세 내용 (붙임 1) 참고

멘토링 활동 세부 내용

멘토링 교육 · 이공계 취업특강 및 멘토·멘티 워크숍(5월 4일(토))

온라인 활동
· WISET 멘토링 홈페이지 활용(멘토링 진단검사, 멘토링 카페 등) 

· 다양한 SNS 채널(카카오톡, 밴드 등) 활용한 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

· 멘토 재직 기관 탐방 및 견학 

· 각 기관별 멘토링 프로그램 참석(모의 면접, 북 멘토링 등)

· 멘티 소모임 등 



3. 참여 멘토 팀

멘토링 활동 세부 내용

멘토링 

성과공유회 

· WISET DAY(11월) 

  : 우수 활동자 시상(올해의 멘티상(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등)

활동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7-8월) 및 결과보고서(11월) 제출 

  : 수료조건 충족 시 수료증 발급 

No. 멘토 팀 명 참여 멘토 소속

1 2019 여성과학기술인 모여라!! ASML Korea, 자동차부품연구원, 코오롱글로텍, 
코오롱플라스틱, 한국 유미코아, 현대자동차

2 Bipolar 극지연구소

3 Hue PECON 한국기술사회

4 IT-융합과학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KICT-WISET 취업탐색멘토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KRISO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7 KT ㈜KT

8 KWIS@TMC Baylor College of Medicine,  Texas A&M University, 
University of Texas HSC Houston

9 V마스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10 걸스 캔두 애니컴 시큐레이어, 라온시큐어

11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12 국립농업과학원 C-girls 국립농업과학원

13 레이즈업 우먼브레인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4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여성위원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여성위원회

(건축사사무소대표모임)

15 와보면 알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 이화바이오멘토링팀
GC녹십자, GC녹십자랩셀, LG화학, 국립암센터, 
단국대학교, 법무법인 케이씨엘, 베트올㈜, 연구소재
중앙센터, 연세대학교, 한미약품



4. 추진 절차

5. 신청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2019년 3월 13일(수)∼4월 8일(월) 24시

□ (신청 방법) 

 1) WISET 회원가입

 2)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문의처) WISET 정책사업실 인재육성팀 지혜인 담당(02-6411-1045, hiji@wiset.or.kr)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일정

▼

모집공고 · 이공계 여대학(원)생 멘티 모집 3월 13일(수) ~ 4월 8일(월)

▼

선정 심사 · 신청 서류를 통해 1~3지망 기관에서 멘티 선정 4월 중

▼

선정 공고 · 멘티 선정 공고(멘토 팀 매칭) 4월 말

▼

멘토링 

활동

· 전체 멘토·멘티 워크숍(취업특강 및 오리엔테이션) 5월 4일(토)

· 온·오프라인 멘토링 활동 5월 ~ 11월

· WISET DAY(우수 멘티 시상) 11월 중

▼

활동 종료 · 수료증 발급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