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men, who have such strong natural instinct, must have understood that
I not only dreamed of making them more beautiful, but also happier.”
- Christian Dior세계적인 프랑스 명품 브랜드,
Christian Dior 에서는 Global 여성 인재 양성 및 CSR Program 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작된

Global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올해 4회 차의 본 프로그램은 , 기존 Mentoring 중심에서 Women Leadership과 Sustainability 교육
Platform을 기반하여 세계적으로 약 500여명의, 새롭게 선발될 Mentee & Mentor와 여정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더 없이 멋진 기회에 외국계 패션 및 예술 관련 분야 에 관심있는 여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Women Leadership & Sustainability Program
주요 활동 기간 : 2020년 6월 Dior HQ in Paris 주최의 Online program 을 시작으로 2021년 3월까지 (TBD)
The Journey:
1. By Christian Dior Couture Paris (HQ)
Online education platform (In English) for Women Leadership & Sustainability
4가지 기본 주제: 포용, 자율성, 창의성 및 지속 가능성
- Phase 1 Learn (~8월까지): 15 명의 각 분야의 Speaker가 이끄는 4 가지 Categories 의 교육 코스
- Phase 2 Practice (9월부터 시작): 모든 과정에 참석한 후, 학습한 바에 대한 실습을 위해 ‘Dreams For

Change’ project 에 참여. Mentor와 Dior Talent에 의해 가장 영향력 있는 Dream For Change 투표
- Phase 3 Mentoring (연중) : France’s Ivy League school HEC 의 Online mentoring

2. By Christian Dior Couture Korea
선발된 대학생 Mentee는 Dior Mentor와 함께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내 다양한 행사 및 House of
Dior 투어 경험을 갖는 것은 물론, 멘토 (Mentor) 들의 업무 소개 및 직무에 대한 간접 경험의 기회 마련. 이를
통해 다양한 직무와 사회 경험에 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얻고 본인의 Career map 확장 및 Social
network를 넓힐 수 있는 momentum 제공 (1st:“Career Experience sharing”, 2nd: “Career vision” 및 3rd:
“CSR & entrepreneurship”의 3 가지 주제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 교환 및 CSR활동) → Tentative due
to COVID-19
지원 방법 : 학과 추천 방식으로 선발
자유양식의 영문 Resume & cover letter 기재 후, 학과 해당 담당자 통해 전달
(우대 사항: Cover letter 작성 시, 지원동기+평소 High-end Fashion과 Christian Dior 브랜드에 대한 자신의
생각 +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바와 참여 포부에 대해 A4 1장 이내 분량으로 간략히 기재)
선발 인원: 학과 추천 학생 중 최종 7명 선발
추천 및 지원 기한: ~ 2020년 6월 8일 (12:00 정오 마감)
(결과 발표: 2020년 6월 9일 최종 선발자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