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전기및전자공학부 지원자 추가제출서류 및 면접예정일정 안내)
2021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대학원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KAIST 대학원입학팀에
제출하는 서류 이외에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행정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전기및전자공학부 행정팀 추가 제출서류
제출양식

제출 대상

제출기간 및 제출처

석사과정 지원자 중 지도교수
1. 석사과정 KAIST장학생
지도교수 사전선택 신청서

사전선택 제도
- 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합격 시에 학생구분 KAIST
장학생으로 확정됨.

2021. 04. 09.(금) - 04. 21.(수)
전기및전자공학부 행정팀

박사과정 및 (KAIST 석사과정
2. 지도예정교수 확인서

(E3-2 #1212)

재학생) 석.박통합과정 지원자
전체 (신입생 석.박통합과정
지원자는 해당 없음.)

■ 전기및전자공학부 면접일 안내
◯ 석사과정/신입생 석사·박사학위통합과정/전문석사과정 면접
- 날짜 : 2021. 05. 18(화) 예정
◯ 박사과정/(KAIST 석사과정 재학생 대상) 석‧박사통합과정 면접
- 날짜 : 2021. 05. 18(화) 예정

※ 면접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간 등의 최종 확정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일에 공지됩니다.

1. 석사과정/신입생 석사·박사학위통합과정/전문석사과정 면접 전형 안내
전공 관련 문제풀이 방식에서 벗어나 인성·논리력·표현력 위주의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ü 제시된 주제와 관련하여 서술 + 작성 내용 개별 발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면접 진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사항은 1단계
합격자에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2. 석사과정 KAIST장학생 지도교수 배정 안내
KAIST장학생으로 최종 합격하는 석사과정 입학자는 아래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지도교수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지도교수 사전선택 방식은 2018학년도 봄학기부터
적용되어왔던 방식입니다.)
◯ 지도교수 사전선택 방식: 해당자에 한함
ü KAIST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특정 연구실에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의 경우, 희망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전기및전자공학부 추가서류 제출 마감일 (2021년 4월 21일 수
요일)까지 석사과정 지도예정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은 “KAIST장학생 지도교수 사전선
택 신청서”(별첨 1)를 전기및전자공학부 행정팀 사무실 (E3-2, 1212호)에 제출해야 합
니다.
ü ’지도교수 사전선택 방식'으로 지도교수를 배정받기 원하는 지원자는 1명의 지도교수
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랩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랩배정 기간 중 지도교수 선정 방식
ü KAIST장학생으로 최종 합격하는 석사과정 입학자 중 “KAIST장학생 지도교수 사전선
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다른 합격자(국비, 산학프로그램, 일반 장학생 포
함)와 마찬가지로 2021학년도 가을학기 석사과정 신입생 랩배정 기간(합격자 발표 이
후, 6월 중) 동안 지도교수 배정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ü 배정 가능 지도교수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 EE 웹페
이지(https://ee.kaist.ac.kr/)를 통하여 공지됩니다.
※ “지도교수 사전선택 KAIST장학생” 방식의 지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석사과정 지원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신입생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신입생 석사·박사학위통합과정 지원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제출서류는 없으나 사전에
관심있는 연구실 교수님 면담 등을 통하여 지도교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권장
합니다. 반드시 해당 연구실의 TO 확인을 하시고, 교수님과 면담 진행 이후에 석사.박사
학위 통합과정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입생 석사·박사학위통합과정으로 지원해
도 심의 결과에 따라 석사과정으로 합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박사과정/(KAIST 석사과정 재학생 대상)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자
“지도예정교수 확인서” 제출 안내
모든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박사과정/(KAIST 석사과정 재학생 대상)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지원자는 박사과정 지도예정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지도예정교수
확인서”(별첨 2)을 전기및전자공학부 행정팀 (E3-2, 1212호)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박사과정, (KAIST 석사과정 재학생 대상)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지원자

나. 제출처 :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행정팀 사무실 (E3-2, 1212호)
다. 제출기한 : 2021년 4월 21일 수요일까지(마감일 엄수)
라. 제출양식 : 별첨 양식 2. “2021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대학원
박사과정(KAIST 석사과정 재학생 대상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
포함) 지원자 지도예정교수 확인서”

[별첨 1 : 석사과정 KAIST장학생 지도교수 사전선택 신청서]
2021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자

KAIST장학생 지도교수 사전선택 신청서
지원자

성명 기재

지도(예정)교수

성명 기재

본인은 본 신청서가 2021학년도 가을학기 대학원 석사과정 합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숙지하였으며, 2021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대학원
신청인

석사과정 신입생으로 합격할 경우, 아래 사전선택한 지도교수 연구실에
배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신청인 성명 :

일

(인)

위 신청인(석사과정 지원자)이 2021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할 경우, KAIST장학생 지도교수로서 성실히 지도할 것임을
확인하며, 신청인의 지도교수 사전선택에 동의합니다.
지도(예정)교수
2021년

월

성 명 :

일

(인)

ü KAIST장학생은 학생 교육경비를 KAIST에서 조성한 연구비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으로 지도교수가
국비장학생과 동등하게 학생교육경비를 지원합니다. 본 신청서를 제출한 최종 합격자는 지도교수
배정이 완료되어 KAIST장학생으로 합격하게 되며, 추후 랩배정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ü KAIST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특정 연구실에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지도(예정)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본 신청서를 2021년 4월 21일(수)까지(마감일 엄수) 전기및전자공학부 행정팀
사무실(E3-2, 1212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ü 1명의 지도(예정)교수에게만 신청서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신청자와 지도교수 간에 결정된 본
건은 쌍방 간에 철회 불가함.

※ 지원자, 지도예정교수 자필 서명된 스캔본 이메일 제출도 가능합니다. (ych@kaist.ac.kr)

[별첨 2 : 지도예정교수 확인서]

2021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대학원
박사과정(KAIST 석사과정 재학생 대상 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지원자
지도예정교수 확인서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박사과정(KAIST 석사과정 재학생 대상 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지원자
는 아래 확인서에 박사과정 지도예정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학부사무실(E3-2, 1212호)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구분: 박사과정(

), KAIST 석사과정 재학생 대상 석·박사통합과정(

)

학 생 구 분
(1개만 선택)

지원자 명
국비

KAIST

KEPSI

EPSS

EPLL

LGenius

CEPP

일 반

Foreigner

(서명)

본인은 위 지원자가 상기된 학생 구분으로 지원하여 최종합격할 경우, 위 지원자를 정해진 학생
구분으로 지도할 예정입니다.
* 병역사항: 병역필 (

), 병역미필 (

), 해당사항없음[여성 등] (

)

* 보충역 여부: ( 해당자에 한하여 체크 )
박사과정(재학생 석박통합과정 포함) 지도예정교수 :

(서명)

※ 제출마감일: 2021년 4월 21일(수)까지(마감일 엄수), 학부사무실(E3-2, 1212호)
※ 반드시 지도예정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 (도장 날인 불가)
※ 지원자, 지도예정교수 자필 서명된 스캔본 이메일 제출도 가능합니다. (ych@kaist.ac.kr)

전기및전자공학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