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EE – GaTech ECE B.S. Dual Degree Program
Spring 2019 Outbound Students Application Guideline

ㅇ 공동학위 수여기관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KAIST (KAIST, EE)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GaTech, ECE)

ㅇ 대상


전기및전자공학부 2학년 이상



3학년 이상 재학생의 지원도 원칙적으로 가능함

ㅇ 모집인원: 제한없음 (통상 1년에 1~3명 정도 파견 중)
ㅇ 지원 기한: 2018년 7월 22일 24:00
ㅇ GT 입학학기: 2019년 봄학기 (2019년 1월)
ㅇ 서류 제출 및 문의처
E-mail: shahn1028@kaist.ac.kr (전기및전자공학부 행정팀 안소현)
ㅇ Dual Degree Program Coordinator

KAIST: 장동의 교수 (Prof. Dong Eui Chang), E-mail: dechang@kaist.ac.kr


GaTech: 임성규 교수 (Prof. Sung-Kyu Lim), E-mail: limsk@ece.GaTech.edu

ㅇ 학위취득 요건:
양측 기관에서 대략 2년정도(최소 4학기씩) 수학하며,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학위수여기준을 만족해야 함
※ 본 프로그램에서 4년 내 졸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생에 따라 수학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ㅇ 자격요건


평점 평균 3.5/4.3 이상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하기 공인 영어성적 또는 동등 수준 이상의 영어실력을 입증할 서류 필요
(TOEFL PBT 560, CBT 220, 또는 IBT 83점 이상 / TOEIC 720점 이상 / TEPS 599점 이상)

ㅇ 제출서류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내 서류 심의 후 GaTech 지원 절차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 결정)
1. 지원서 (Application Form)
2.

성적증명서 (국/영문)

3.
4.

추천서 (지도교수 또는 다른 교수님의 추천서도 가능)
공인 영어 성적 증명서

5.

자기소개서 (자유 형식, A4 1page 내외)

6.
7.

학업계획서 (자유 형식, A4 1page 내외)
과목 수강 계획표 (별첨 양식)
전기및전자공학부장

1

유의사항
1. 일반적으로 KAIST에서 1, 2 학년을 다닌 이후 3, 4학년을 GaTech에서 다니게 되어 4년 이내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KAIST 재학시기에 필수과목을 최대한 이수할 것을 권장함.
2. 파견 전 프로그램 교수님과의 면담을 반드시 가져야 함
3. 선발 학생은 파견 전 1달 이상의 기간을 남겨두고 미휴학파견을 신청해야 함. (Portal 학사시스템)
4. Tuition Waiver 확정은 GaTech 파견 후 1년 단위로 확정되며 1차 지원 후 예상 현황 공유 가능.
5.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은 해당 수업을 수강한 다음학기 내에 신청해야 하고, 국외 타 대학 학점의 인정
가능한 총 학점의 수는 6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지원시 과목 수강 계획표를 제출해야 하고 수학 기간 중 학기 단위로 업데이트하여 검토받아야 하며 수강
계획표 미제출시 졸업과 관련된 모든 일정은 학생의 책임 하에 진행됨
Q&A
1. 두 기관에서의 졸업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상호 인정되는 교과목에 대한 방침은?
기본적으로 유사 과목은 최대한 인정하되 대응교과목을 찾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 이수하여야 합니다.
2.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GaTech에서 공부하는 기간에 GaTech의 학비는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GaTech에서 KAIST로 공동
학위 과정을 이수하러 오는 학생 수와 같은 숫자만큼의 KAIST 학생 수에 대해서는 KAIST에 학비를 납부함으로써
GaTech의 학비를 면제 받게 됩니다. 이 때 Tuition Waiver는 정규 학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3. GaTech에서 학업을 마치고 KAIST로 돌아와서 다시 1~2학기 등록을 해서 학업을 마치고자 할 경우 이공계 및 대통
령 장학금의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이공계 및 대통령 장학금은 학사과정 기준 8학기 동안 지급되므로 GaTech에 파견 가있는 동안에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혜 가능하지만, 학사 9학기 이상 등록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학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KAIST홈페이지 ‘교육’-‘장학안내’ 참고: 하기 URL에서 연결)
http://www.kaist.ac.kr/html/kr/edu/edu_03030501.html
4. 선발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학업성적과 적정수준의 영어성적, 그리고 학업계획서 내용을 참고하게 됩니다.
5. 본 공동학위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KAIST-GaTech 공동학위 프로그램은 학부 유학의 장점을 모아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AIST라는 국내 명문
대학의 졸업장 및 연고와 더불어 해외 명문인 GaTech에서 2년간 학업을 수행하여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
니다.
6. KAIST 학생들이 발급받아야 하는 VISA 종류는?
J1 visa를 GaTech에 수학하는 기간에 대해 발급을 받게 됩니다. 이후 석사과정 진학 등의 이유로 미국에 머물
러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입증함으로써 J1 Waiver 신청과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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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EE – GaTech ECE B.S. Dual Degree Program
Spring 2019 Outbound Students Application Guideline
Dual Degree Institutes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KAIST (KAIST, EE)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GaTech, ECE)

Application Deadline: No later than 24:00 July 22, 2018
Eligibility


Students in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Sophomore
(EE Students in 3rd year or higher can apply in principle)



GPA above 3.5/4.3



English proficiency test scores higher than below (Scored within 2 years)
TOEFL PBT 560, CBT 220, IBT 83 / TOEIC 720 / TEPS 599
Or similar or better English proficiency can be proved by documents

Degree Requirements:
Participating students shall complete at their home institution and host institution approximately 2 years
(At least 4 semesters), fulfill graduation requirements of each institution.
※ This program cannot guarantee one’s graduation in 4 years, studying semesters can differ from student.
Further guideline in detail may later be provided.
Required documents
1) Application form (Attachment)
2) Official Transcripts in English & Korean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4) English proficiency test report
5) Curriculum Vitae (Free format, more or less A4 1 page length)
6) Detailed study plan (Free format, more or less A4 1 page length)
7) Course registration Plan (Attachment 3)
Documents submission & Inquiry
E-mail: shahn1028@kaist.ac.kr (Sohyeon Ahn, Admin. Team,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KAIST)
Dual Degree Program Coordinators

KAIST: Prof. Dong Eui Chang, E-mail: dechang@kaist.ac.kr


GaTech: Prof. Sung-Kyu Lim, E-mail: limsk@ece.gatech.edu
Head,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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