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특징 및 기대효과

EE Co-op 프로그램이란?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학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현장 실습 교육프로그램으로 3학년 2학기 이후 6개월 

단위로 전공관련 기업에서 단기프로젝트 수행 등의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이를 학점 

이수와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01.  학사과정 학생들에게 3학년 2학기 이후 6개월 

단위로 최대 2회까지 현장실습을 허용

※ 유의사항

•현장실습 중(현장실습 학기 중) 졸업 불가

•미휴학 파견 2회 이상 완료한 경우, 지원 불가

•미휴학 파견의 경우 재학학기로 인정됨

02.  EE Co-op프로그램을 1회 수행하는 경우, 수행 후 

최종 수행 보고 및 심사평가를 거쳐 졸업이수

학점으로 총 9학점 인정 (졸업연구 3학점, 전공

필수(EE405) 3학점, 자유선택 3학점 인정)

봄학기 참여의 경우

가을학기 참여의 경우

겨울학기

(1~2월)

봄학기(3~6월)

여름학기(7~8월)

가을학기

(9~12월)

개별연구 현장실습 수 업

봄학기

(3~6월)

여름학기

(7~8월)

가을학기(9~12월)

겨울학기(1~2월)

수업 개별연구 현장실습

선행교육

(2개월)

현장실습

학기

(6개월)

참여 학생은 현장실습 파견으로 

인한 수업손실 보완 및 전공지식 

조기 함양을 위하여, 방학기간 중 

기업에서 제안한 업무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실에서 개별

연구를 진행 (1:1 조교배정) 

실질적 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정규학기와 방학기간을 활용

하여 기업내에서 6개월 맞춤형 

프로젝트 수행 

(봄학기: 3월~8월, 가을학기: 9월~2월)

• EE Co-op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필요시, 기업 방문 

및 면담 진행)

• 선정된 참여 기업은 할당 업무 관련 

상세 업무 계획서를 제공

•1차 면접 : EE Co-op 운영위 교수 면접

•2차 면접 : 기업 내 담당자와의 면접

• 참여 기업과 참여 학생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기업별-학생 최종 선발

• 학생별 예상 할당 업무 관련 선행 교육 

연구실 및 1:1 조교 배정

• 참여 기업, 참여 학생, 지도 교수, 조교와의 

간담회 개최

• 2개월 간 선행 교육 수행

(봄학기 : 1월~2월 /가을학기 : 7월~8월)

• 6개월간 기업에서 업무 수행 

(봄학기 : 3월~8월/가을학기 : 9월~2월)

• KAIST EE Co-op센터는 6개월간의 

프로그램 수행 기간중 1회의 중간 점검 

및 필요시 기업방문/학생 지도 수행

• EE Co-op수행 종료 후, 학생의 최종 

수행 보고 및 평가 진행

06

EE Co-op
중간 점검

07
EE Co-op 
최종 보고 및 평가

01

참여기업
선정

02

참여 학생
선발

03

참여 기업별
학생 최종 선발

04

선행 교육
수행

05

현장실습
수행

01.  기업 내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장기간 

파견(6개월)을 통하여, 참여 학생이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기여 가능

02.  사전에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업무계획서를 기반

으로 최적의 기업별-학생 매칭 지원

03.  예상 할당업무와 관련된 2개월간의 선행 교육을 

진행하여, 참여학생에 대한 기업의 업무 교육 부담 

최소화

04.  KAIST EE Co-op센터는 6개월간의 프로그램 수행 

기간 중 1회의 중간 점검 및 필요시 기업방문/학생 

지도 수행

05.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선행 교육 연구실-기업-

학생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 업무 협업으로 

효율적인 현장실습 수행 가능

선행교육을
시작으로

업무 협업 및
기술 자문 가능

지속적 참여를 
통한 졸업생 
네트워크 보유

연구실 및 조교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 가능

EE Co-op

연구실

기업

학생

EE Co-op Program EE Co-op Program

EE Co-op 프로그램의 구성(2개월+6개월)

진행 절차
EE Co-op Program EE Co-op Program

통한 학점 이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