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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WISET–GE 코리아 글로벌 멘토링

이공계 여자 대학(원)생 멘티 모집 공고

 글로벌 기업 진출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희망하는 이공계 여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GE 코리아 글로벌 멘토링」멘티를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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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 코리아 (GE 헬스케어)

   

GE헬스케어는 의료영상/정보, 진단, 환자모니터링시스템, 신약개발 및 생약제

조기술, 의료 성과개선/솔루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걸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개의 국가에서 5만명 이상의 직원들이 전

세계 의료서비스 전문가와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제공하며 헬스케어를

변혁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gehealthcar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 이공계 전공 여자 대학(원)생

• 대상 : 대학 3~4학년 및 석·박사 과정생, 졸업생 가능

• 전공 : 의공학, 제약공학 우대 (타 전공자 가능)

 ○ 선정인원 : 18명 내외

붙 임 2020 WISET-GE 코리아 글로벌 멘토링 멘티 모집 공고문

https://www.gehealthcare.co.kr/about/about-gehc


 ○ 활동개요 

   - 활동기간 : 2020년 8월 ~ 11월(약 4개월)  

   - 활동내용

    ·GE헬스케어 기업 방문 및 소그룹 멘토링

    ·HR Session : 직무소개, 여성엔지니어의 삶

    ·Learning Session : GEHC 제품소개(MR/CT/LCS) 등

    ·Team project : 3개 팀으로 구성, GEHC 연관 주제 팀 프로젝트 수행

[Business case Team project]

- 팀프로젝트 구성 : 멘티(6명) + 멘토(2명)

- 팀프로젝트 방법

1) 팀원과 다양한 방법으로 팀프로젝트 진행 (Skype, e-mail 등)

2) 15분 프레젠테이션 발표(11월)

★ 프로젝트 주제(예시) ※주제는 변경될 수 있음

주제
Apply business data sets

to CVUS product strategy

Participate in commercial &
operational excellence for
PDx products

Support project implementation

for GE Digital client’s sites

내용

· Understand new clinical
Ultrasound technologies
and its clinical benefits
prior to a launch in local
market.

· Support implementation
of R&D works GE
software engineers are
conducting.

· Assist to develop local
commercial and sales
strategies that align with
GE global strategies and
entire lifecycle of the
product.

• Conduct trend
analysis of new diagnostic
drugs and its listing in
order to generate
go-to-market strategies.
• Participate in
interviewing with end
users (either technicians
or physicians)at one of
the customer sites to
derive patient workflow
optimization and possibly
to detect any risks the
new diagnostic drugs may
have.
•Understand commercial
& operational excellence in
pharmaceutical industry

· Participate in
interviewing & observing
for over 50+ medical
staffs’ workflows at one
of the Command center
project sites

· Add values to project
implementation by
collating nonpatient data
resulted from interviews
& observations

* CVUS: cardiovascular ultrasound 심혈관 초음파

* TFT : task force team 태스크포스팀

* WHC : Women’s healthcare 여성의학

* BMD : bone-mineral density 골밀도



3. 추진 계획 

 ○ 월별 활동 계획(안)

날짜 내용 세부사항

8월
Monthly event · Kickoff(멘토링 소개, 멘토&멘티 소개)
Learning session · Life of women in Healthcare Industry

9월 Monthly event
· Project update(video conference)

· GE헬스케어 직무소개

10월
Monthly event · Project update(video conference)
Learning session · GH헬스케어 제품 소개(MR/CT/LCS)

11월
Learning session · GE헬스케어 Digital/Operation 소개

Monthly event
· 프로젝트 발표(video conference)

· 수료식 : 수료장 수여

※ 세부 활동내용은 추후 변동될 소지가 있음.

  ○ 참여자 혜택 

   - 우수 활동자 올해의 멘티상(WISET 소장상 등) 시상 

   - WISET, GE헬스케어 코리아 공동 명의 수료증 발급(조건 충족 시)

4. 추진 일정 

   

멘티 모집
▶

멘티 선정
공고 ▶

킥오프 미팅
▶
멘토링 활동

▶
Closing
Event

7/6-7/19 7/24 8월 8월-11월 11월

※ 킥오프미팅(8월 예정, 일정 추후 공지) 필수 참석.

5. 신청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 2020년 7월 6일(월) ~ 7월 19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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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주임P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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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인 사유(학교 수업, 시험 등)로 활동 불참 시 WISET으로 사전 연락 필수

   - 멘토링 활동 당일 사전 연락 없이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