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WISET-ASML 코리아 글로벌 멘토링

붙 임

멘티 모집 공고문

WISET 공고 제 2021-056호

2021년 WISET–ASML 코리아 글로벌 멘토링
여자 대학(원)생 멘티 모집 공고

글로벌 기업 진출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희망하는 여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
로, 아래와 같이 「ASML 코리아 글로벌 멘토링」멘티를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안혜연

1. 사업 목적
○ 이공계 전공 여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글로벌기업 재직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진로탐색 및 미래설계를 지원하여 차세대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자 함.

2. 사업 내용
○ 참여기업 : ASML 코리아

○ 모집대상 : 여자 대학(원)생

○ 선정인원 : 30명 내외
○ 활동개요
- 활동기간 : 2021년 5월 ~ 8월(약 4개월)
- 활동내용
· ASML 코리아 회사 소개 및 기술 소개 세션 진행
· 월 1회 온라인 소그룹 멘토링 제공(엔지니어와 학생)
· HR 세션 : 이력서 작성 요령 및 직무 소개, 채용 과정 소개 및 질의 응답
· 커뮤니케이션 세션 : 커뮤니케이션 관련(PPT, E-mail 등의 작성 요령 및 팁 제공)
· ASML 회사 투어 및 트레이닝 센터 방문(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추진 계획
○ 월별 활동 계획(안)
- 5월 : ASML 코리아 회사 소개 및 기술 소개 세션 진행
- 5월 : 온라인 소그룹 멘토링 시작
- 6월 : 온라인 소그룹 멘토링/커뮤니케이션 세션
- 7월 : 온라인 소그룹 멘토링/HR 세션
- 8월 : 온라인 소그룹 멘토링/회사 투어 및 트레이닝 센터 방문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참여자 혜택
- ASML Welcome 선물 제공
- WISET 명의 수료증 발급(수료조건 충족 시)

4. 추진 일정

5. 신청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 2021년 4월 2(금) ~ 4월 25일(일) 자정
- 신청 절차
① WISET 홈페이지 회원 가입
② WISET 홈페이지 내 공고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③ WISET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등록(제출)
- 문의처 : WISET 인재육성팀(02-6411-1014, sykim@wiset.or.kr)

6. 유의사항
○ 재직자(인턴, 계약직, 정규직 등) 신청 불가
○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WISET 멘토링 활동 포기자로 간주하오니,
신청 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WISET 멘토링 활동 참여 여부 조사에 2회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멘토링 활동에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 멘토링 활동 당일 사전 연락 없이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