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W FAST, 우수한 여성 전문가 모집 

(로마 2017년 2월 17일 PRNewswire=연합뉴스) LUISS Business School이 GROW(Generating Real 

Opportunities for Women, 여성을 위한 진정한 기회 키우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LUISS Business School 여학생들이 기업, 협회, 대학 및 기타 조직에서 최고 

직위까지 오를 수 있도록 직업 세계와 경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여학생들의 개인 및 전문적 

개발을 도모, 지원 및 개선하는 것이다.  

GROW 프로젝트는 교육과 인재 개발을 비롯해 네트워킹과 멘토어링 활동을 구축하고 

조직함으로써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LUISS 대학 총관리자 Giovanni Lo Storto, LUISS 

대학 총장 Paola Severino 및 LUISS Business School 학장 Paolo Boccardelli가 주도하는 제1회 공식 

회의가 작년 11월 11일에 열렸고, 이 회의에서 GROW 프로젝트의 이정표들이 설정됐다.  

GROW 활동 중 LUISS Business School, Johnson & Johnson 및 Korn Ferry International은 GROW FAST 

(Financing and Supporting Talents, 자금 조달 및 지원 인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선별된 뛰어난 여성들에게 제공된다. 

- 인재들의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성  

- LUISS Business School에 개설된 국제적으로 승인된 MBA[http://www.mba.luiss.edu/ ]. 이 MBA 

과정은 로마 중심에서 문화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전문적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제공  

- 다양성과 포괄성을 추구하는 주요 기업을 핵심적인 전략 재산으로 삼아 완전하게 지원해 빠른 

업계 진출을 도모 

 

GROW FAST 프로그램은 네 단계로 진행된다. 

- 여성 인재 선별 

- 2017년 7월부터 Johnson & Johnson에서 3개월의 인턴십 시작. 매월 최고 EUR 1,000에 달하는 

비용을 변제  

- 2017년 10월부터 LUISS Business School에서 1년 코스의 MBA 프로그램을 시작. 학비 EUR 

27,000와 생활비 EUR 13,000는 학생 대출로 충당  

- 2018년 10월부터 Johnson & Johnson에서 2년 고용계약이 시작. 고용계약 기간에는 학생 대출 

상환을 포함하는 임금과 보너스를 사전에 합의 

 

선별된 학생은 인턴십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GROW FAST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멘토어링을 받게 된다.  

 

파트너: 



- Johnson & Johnson: 의료기기, 의약품 및 생필품을 제조하는 포춘 500 다국적 기업 

- Korn Ferry International: 세계 최대의 헤드 헌팅 서비스 및 조직과 인재 자문 기업  

- LUISS Business School[http://businessschool.luiss.it/en/ ]: 로마(이탈리아)에 기반을 둔 

국제적으로 승인된 비즈니스 스쿨  

 

참가 신청서는 2017년 4월 15일까지 mba23@luiss.it으로 제출한다. 

 

PDF 다운로드[http://www.mba.luiss.edu/LUISSBusiness_GROW_FAST_2017.pdf ] 

 

(사진: http://mma.prnewswire.com/media/469376/LUISS_Business_School_GROW.jpg ) 

 

출처: LUISS Business School 

 

 

 

 

 

 

Sara Gentili – (+39) 06 85225047 or (+39) 06 85222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