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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봄학기입학 

석사과정/신입생 석.박사통합과정/전문석사과정 

신입생 랩배정 안내

2021학년도 봄학기입학 석사과정/신입생 석.박사통합과정/전문석사과정 신입생의 랩배정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랩 배정 기간: 2020. 9. 10.(목) - 9. 25.(금)까지

  학부 홈페이지(http://www.ee.kaist.ac.kr)에서 교수진, 연구실, 연구분야 등의 정보 습득  

2. 국비 T/O 현황: 홈페이지(https://ee.kaist.ac.kr/) 공지사항 참조

    

3. KAIST장학생 배정: 페이지(https://ee.kaist.ac.kr/) 공지사항 참조

4. 산학프로그램 장학생: 각 산학프로그램 홈페이지의 현재 참여교수님을 확인하여 지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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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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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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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반장학생: 교수님별 T/O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면담하시면 됩니다. 

6. 연구실 배정 방법: 원하는 교수님과 면담 후 첨부의 양식에 서명을 받아서 

                    전기및전자공학부 행정팀 담당자에게 제출 

7. 제출서류:  2020. 09. 25(금)까지

  (1) 연구실 확정이 된 경우    : “[첨부1] 신입생 연구실 배정 확정서” 제출

  (2) 연구실 확정이 안 된 경우 : “[첨부2] 지도교수 배정 신청서” 제출

8. 랩배정 결과 발표: 10월 8일(목) 17시 이후, 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www.ee.kaist.ac.kr)

9. 담당자: 전기및전자공학부 행정팀(E3-2, #1212/042-350-3402/hyunjupark@kaist.ac.kr)

※ On-line Lab Fair 개최 안내

- 일시: 9월 17일(목) 

- 랩소개 및 랩대표와의 상담 진행(ZOOM 활용)

- 자세한 일정 및 관련 자료 안내는 9월 11일 18시 이후 EE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ww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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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e.kaist.ac.kr
mailto:hyunjupark@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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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신입생 연구실 배정 확정서

(석사과정, 신입생 석.박통합과정, 전문석사과정)

※ 학생 유의사항 

1) 교수님들과의 면담은 원하는 분들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본 서류는 지도교수님으로 확정된 단 1명의 교수님에게만 서명을 받아야 합니

다. 

3) 본 서류에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은 이후에는 이것으로 확정이 되며, 추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학생이 여러명의 교수님께 서명을 받은 이후에 1명의 교수님을 선택하고, 서명 

받은 다른 교수님을 학생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해당 교수님들과 다른 학생

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경우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 취소 처리

할 예정이며, 랩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EE Fellowship 선발된 학생은 국비 TO를 가진 연구실로만 배정받을 수 있습니

다. 

* 제출마감 : 2020. 9. 25(금) 17시까지, E3-2 #1212호 전기및전자공학부 행정팀 

* 담당자   : 박현주 (350-3402, hyunjupark@kaist.ac.kr)

* 이메일 제출도 가능합니다.(학생, 지도예정교수 자필 서명된 스캔본 제출)

2020. 09. 10

전기및전자공학부장 강준혁 

수험번호 학생명
학생구분 

지도예정교수
국비 KAIST EPSS KEPSI LGenius 일 반

         (서명)  (서명)

mailto:hyunjupark@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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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함.

[첨부2]  지도교수 배정 신청서 (학생 제출용)

1. 신청학생명 및 학생구분

 

2. 희망지도교수 및 희망연구그룹신청

* 제출마감 : 2020. 9. 25(금) 17시까지, E3-2 #1212호 전기및전자공학부 행정팀 

* 담당자   : 박현주 (350-3402, hyunjupark@kaist.ac.kr)

* 이메일 제출도 가능합니다. (학생, 지도예정교수 자필 서명된 스캔본 제출)

2020. 09. 10

전기및전자공학부장 강준혁 

지망순위 희망지도교수명

1 지망

2 지망

3 지망

수험번호 학생명
학생구분 

국비 KAIST EPSS KEPSI LGenius 일 반

         (서명)  

mailto:hyunjupark@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