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SET 공고 제 2021-136호

2021년 여성연구자역량강화교육 온라인 교육생모집 4차 공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강화 및 경력성장 지원을 위해 멀티캠퍼스 온라인 교육

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8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안혜연

 1. 교육목적

   여성과학기술인의 실무역량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경력성장을 위해 온라인 교육 제공

 2. 교육내용

(1) 대상 : 과학기술분야 재직/경력전환 희망자/경력복귀예비자 등 (약 600명)

(2) 기간 : 2021.03.01.~11.30. 

(3) 내용 : 계층/비지니스리더십, 행복경영, 경영전략, OA, SW공학, 블록체인 등 실무역량 강화 콘텐츠

(4) 프로그램 

 

대분류 중분류 강의명 차시 대상

계층
리더십
(3)

팀장 및 임원(책임급) Best Player-팀리더 코치의 자격[스마트러닝] 16

재직자팀장후보군(선임급) Best Player-중간리더 캡틴의 자격[스마트러닝] 16

사원및대리(원급∼주임급) Best Player-셀프리더 루키의 자격[스마트러닝] 16

비즈니스
리더십
(3)

문제해결·의사결정 [현장고수]이슈를 성과로 요리하는 문제해결 레시피 16

재직자
&

미취업자

동기부여·권한위임

신규
과정
(17)

[큐레이팅#]세상에 나쁜 팀원은 없다, 상황별 코칭기술 18

커뮤니케이션 [일러툰]만만해 보이지 않는 대화법 10

[직딩홈트]오늘부터 1일 1PT-기초체력편 10

비즈니스
교양
(8)

행복경영

[직딩홈트]오늘부터 1일 1PT-기초근력편 10

[직딩홈트]오늘부터 1일 1PT-GX댄스편 15

[직딩홈트]지친 몸에 꼭 필라테스-밴드운동 편 10

[직딩홈트]지친 몸에 꼭 필라테스-매트운동 상체편 10

[직딩홈트]지친 몸에 꼭 필라테스-매트운동 하체편 10

[직딩홈트]지친 몸에 꼭 필라테스-폼롤러운동 편 10

[직딩홈트]지친 몸에 꼭 필라테스-써클링운동 편 10

산업
공통
필수
역량
(5)

경영전략·기획 [직딩꿀템]막막할 때 뽑아 쓰는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13

OA

[직딩꿀템]원하는 대로 만드는 엑셀 차트의 기술 13

[직딩꿀템]직장인 Office 응급키트! Word 기능 제대로 알고 쓰기 13

[직딩꿀템]검색해도 찾기 힘든 꼭 필요한 엑셀 함수 10

[직딩꿀템]엑셀 배열수식을 활용한 100배 빠른 함수 작업 13

산업
전문
직무
(6)

S/W공학
[큐레이팅#]누구나 DO IT! 쉽게 시작하는 AI&프로그래밍 18

[큐레이팅#]누구나 DO IT! 쉽게 시작하는 수익형 웹과 앱 만들기 11

프로그래밍언어
[직딩잇템]처음 시작하는 파이썬, 문법부터 시작하라 14

[직딩잇템]처음 시작하는 파이썬, 구조를 학습하라 12

블록체인
[직딩잇템]블록체인, 암호학으로 쉽게 이해하기 7

[직딩잇템]꼭 알아야 할 블록체인 기본 개념 8

※ 과정별 일정 점수 이상 획득시, WISET과 멀티캠퍼스 공동명의 이수증이 발급됨



(5) 수강료 : 무료

(6) 기타 : 교육과정은 멀티캠퍼스 내 이러닝 사이트를 통해 WISET 교육생에게 제공됨

 3. 교육신청 및 접수방법

(1) 신청방법

  ① W브릿지(wbridge.or.kr) > 온라인 교육 > 공고 내 ‘신청하기’ 클릭 후 온라인 접수

  ② 교육생 선정 조건 : 여성과학기술인 증빙서류 1개 제출(모든 개인정보는 식별 처리할 것)

    - 증빙서류 종류 : 명함, 재직증명서 / 졸업증명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교육생 선정 확인 : 수강대상 여부 확인 후, 별도 아이디와 패스워드 개별 안내 

    -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멀티캠퍼스 이러닝 사이트 접속용으로만 사용됨

    - [이러닝 사이트 주소] http://wiset.multicampus.com 개인pc 및 모바일로 수강 가능

(2) 신청기간 : 총 4회

구분 신청기간 수강기간 수료안내

4차 9월 6일∼9월 28일 10월 1일∼11월 30일 12월 10일

  - 과목별 수강기간은 약 2개월이며 해당기간에만 과목 수강이 가능함(1인 5과목)

  - 수료증은 이러닝 사이트에서 ‘나의공간’ 수강완료과목 클릭시 확인 가능함

(3) 교육문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사업운영실 아카데미팀 

              TEL: 02-6411-1024, E-Mail: jhlee@wiset.or.kr

              멀티캠퍼스 고객지원센터 : 02-1544-9001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mailto:mychoi@wise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