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9학년도 봄학기 입학 석사신입생의 랩배정을 위하여 “전기및전자공학부 

LAB FAIR” 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석사 신입생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전기및전자공학부 LAB FAIR 개요

  o 일 시 : 2018년 9월 19일(수) 10:00~18:00 

  o 장 소 : IT융합빌딩(N1) 1층 다목적실 및 로비

  o 세부일정: 

시 간 내용 비 고 

09:30~10:00 (30분) 신입생 참석 확인 및 등록

10:00~10:10 (10분) 학부장 환영사 문재균 학부장

10:10~10:30 (20분) 연구실 선택 지침 이상국 부학부장

10:30~10:40 (10분) 연구실 배정 절차 안내 박경수 교수

10:40~10:50 (10분) 산학프로그램 소개(EPSS, KEPSI, LGenius) 김창익 교수

10:50~10:55 (5분)

그룹별 

연구실

소개

회로및시스템그룹 조성환 교수

10:55~11:00 (5분) 나노소자 및 시스템그룹 최성율 교수

11:00~11:05 (5분) 마이크로파 및 광파그룹 박효훈 교수

11:05~11:10 (5분) 통신그룹 강준혁 교수

11:10~11:15 (5분) 컴퓨팅,네트워크및보안그룹 이  융 교수

11:15~11:20 (5분) 신호및시스템그룹 김회린 교수

11:20~11:40 연구 그룹 및 기타 질의 응답 박경수 교수

11:40-13:00  석사 신입생 점심식사 장소 (교직원회관 N6)

13:00~18:00

랩소개 포스터 관람 및 개별 면담 진행후 귀가

※실험실 협조 : 랩소개 포스터 전시 및 

교수/랩대표 현장 상담 가능

2019학년도 봄학기 입학 석사과정 신입생 랩배정을 위한

전기및전자공학부 LAB FAIR



■ 랩배정 절차 

1. LAB FAIR에서는 각 연구실의 랩소개 포스터가 전시되고, 랩대표의 현장상담이 가능합니다.  교수
님과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랩대표가 상담을 연결하여 드립니다. 

 
2. LAB FAIR 종료후에는 개별적으로 상담 진행 가능하며, 개별 면담 진행 마감은 10월 2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입생 스스로 교수님과의 개별 상담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학부로 연락주시면 
상담 연결하여 드립니다. (T. 042-350-3402) 

3. 지도교수가 확정되면 즉시 학부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고, 첨부1. 석사신입생 연구실배정 확정서
를 제출합니다.  TO 현황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안내하오니, 지도교수가 확정되면 전화로 먼
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 042-350-3402, jmyang@kaist.ac.kr, 양재명) 

4. 개별면담 진행 마감(10. 2.(화) 6시) 까지 지도교수 미확정 학생은 홈페이지 TO 잔여 현황을 참고
하여 첨부2. 희망지도교수신청서(학생제출용)를 제출합니다. (10. 4.(목) 6시까지 학부사무실 제출)

    

5. 랩배정 결과를 10월 5일(금) 이후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6. 제출 서류 

내 용 제출양식 기한

지도교수 

확정된 경우
첨부1. 석사신입생 연구실배정 확정서

 10.02.(화) 6시

 학부사무실(E3-2,#1212)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단,싸인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지도교수 

미확정 경우

첨부2. 희망지도교수신청서(학생제출용)

 10.02.(화) 6시까지 지도교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TO 잔여 현황을 참고하여 1~5순위 희망지도교수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이메일: jmyang@kaist.ac.kr)

 10.04.(목) 6시 

 학부사무실(E3-2,#1212)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 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학 생  구 분 유 의 사 항 

    국     비

“국비” 학생은 EE 홈페이지의 국비 TO 현황을 참고하여 지도교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E 홈페이지 : http://ee.kaist.ac.kr  ⟶ 상단 팝업창 클릭 (9.13 게시)

   KAIST장학생

“KAIST장학생” 신청교수 명단

김동준, 김종환, 노용만, 유경식, 유민수, 윤준보, 이현주, 전상훈, 장동의,
최정우, 최준균, 하정석, 홍성철 교수님

 * 이외 교수님 신청도 가능하되, 본인이 KAIST장학생임을 알리고 면담할 것.

  산학 장학생

- EPSS-KAIST 

- LGenius-KAIST

- KEPSI-KAIST

“EPSS, LGenius, KEPSI” 합격생은 각 산학프로그램 홈페이지의 현재 

참여교수님을 확인하여 지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도희망 

교수님이 현재 프로그램 미참여인 경우, 연구분야가 일치하고 참여의사가 

있으면 프로그램 참여교수님이 되실수 있으므로 학부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PSS 홈페이지: http://epss.kaist.ac.kr/contents/people/people_010100.jsp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님 65명 참여)

KEPSI 홈페이지: http://kepsi.kaist.ac.kr/html/people/people_01.jsp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님 54명 참여)

LGenius 홈페이지: http://lgenius.kaist.ac.kr/contents/people/people_010100.jsp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님 41명 참여)

   일반 장학생 일반장학생은 교수님별 TO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컨택하시면 됩니다. 

http://ee.kaist.ac.kr
http://epss.kaist.ac.kr/contents/people/people_010100.jsp
http://kepsi.kaist.ac.kr/html/people/people_01.jsp
http://lgenius.kaist.ac.kr/contents/people/people_010100.jsp


[첨부1]  석사 신입생 연구실 배정 확정서

 

[유의사항] 

1. 교수님과의 면담후 연구실이 확정된 경우, 지도예정교수의 서명을 받아, 2018.10.02.(화)까지 

   학부 사무실(E3-2, 1212호)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확정서 제출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2018. 9. 19. 

전기및전자공학부장 문재균 

학생명
학생구분 

지도예정교수
국비 KAIST EPSS KEPSI Lgenius 일 반

     

         (서명)  

                     

   (서명)



※ 연구실 확정이 안된 경우 “희망 지도교수 신청서(학생 제출용)”을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세요.

[첨부2]  희망 지도교수 신청서 (학생 제출용)

 

1. 신청학생명 및 학생구분

 

2. 희망지도교수 

 *2018. 10. 04(목) 6시까지, 학부 사무실(E3-2, 1212호)에 제출 (이메일도 가능 jmyang@kaist.ac.kr)

학 생 명
학생구분 

국비 KAIST EPSS KEPSI Lgenius 일 반

                  

(서명)

지망순위 희망지도교수명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 KAIST CAMPUS MAP 

석사신입생 점심식사 장소 : 교수회관 (N6) 1층 

  - 나눠드린 식권을 제출하고 드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