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SET 공고 제2021-038호

2021년도 WISET 취업탐색 멘토링 멘티 모집 공고

  WISET 공고 제2021-037호 「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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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12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안 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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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학생 및 졸업생 신청 가능(단, 미취업자만 참여 가능)

□ (모집 인원) 240명 내외

□ (활동 기간) 2021년 5월∼10월(6개월)

□ (활동 내용)

○ 대표 멘티(※ 팀별 1명씩 선발 예정)

- 수행 활동 : 전체 멘티들에게 WISET 공지사항 전달 및 활동보고서 작성(※ 활동기간 내 3회)

- 혜택

1) 대표 멘티 활동 확인서 발급(※ 수료증과 별개로 발급됨)

2) 과학기술 역량 강화 교육 무료 수강



○ 전체 멘티

- 수행 활동

- 혜택

1) 수료증 발급(※ 수료조건 충족시, 수료증은 12월 발급 예정)

2) 우수 활동자 시상(WISET 소장상 등)

3. 참여 멘토 팀

멘토링 활동 세부 내용

킥오프미팅 · 전체 멘토·멘티 대상 워크숍 참여(5/8∼5/16 중 1일, 팀별로 일정 상이함)

전체 멘토-멘티

활동

· 멘토 재직 기관 탐방

· 직무 특강 및 모의 면접

· 온라인 기술 특강, 박람회/컨퍼런스 참석 및 취업 정보 공유 등

소그룹 멘토-멘티

활동

· 취업/진로 목표 설정 및 고민상담

· 온라인 1:1 멘토링 등

활동보고서 제출 · 활동 후기 작성(2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11월)

No. 멘토 팀 명 참여 멘토 소속

1 5G 이니셔티브팀 ㈜KT

2 IT-융합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 KARIER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 KIER 원더우먼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KICT-WISET 취업탐색 멘토링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TQ-V-Ⅱ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7 걸스캔두애니컴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현대자동차, LG전자, 오픈서베이

8 생명공학 멘토링팀(생멘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9 아키어벤져스팀 서울시건축사회 여성위원회

10 에너제틱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1 이화바이오멘토링팀
베트올㈜, 국립암센터, GC녹십자랩셀, ㈜SML메디트리,
비엔에이치리서치, 법무법인 케이씨엘, 단국대학교, LG화학,
주식회사 카이팜, 한국한의학연구원, 국립생태원

12 지방러 취업 고고팀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13 항우연 여성협의회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 추진 절차

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1년 3월 12일(금)∼4월 7일(수) 24시(※ 23시 59분 59초 수신건까지 접수)

○ 기한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1) WISET 회원가입

2)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제출

*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로그인 필수)

 

6. 문의처 : WISET 인재육성팀(02-6411-1045, hiji@wiset.or.kr)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일정

▼

모집공고 · 이공계 여대학(원)생 멘티 모집 3/12(금)∼4/7(수)

▼

선정 심사 · 신청 서류를 통해 멘토 팀에서 멘티 선정 4월 중

▼

선정 공고 · 멘티 선정 공고(멘토 팀 매칭) 4/23(금) 예정

▼

멘토링

활동

· 전체 멘토·멘티 워크숍(킥오프미팅) 5/8(토)∼5/16(일) 예정

· 온·오프라인 멘토링 활동 5월∼10월

▼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취합 및 수료 대상 확인 11월

▼

활동 종료 · 수료증 발급 12월

https://www.wiset.or.kr/wedodream/return/talent_application02.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