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사회에서 산업기술을 선도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현장실무교육

담당자들에게서 현장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본교가 지향하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규 교과





교과목명 개설학기 실습기간(시간) 학점

현장실습 1 방학중 4주(160시간) 2

현장실습 2 방학중 6주(240시간) 3

현장실습 3 방학중 8주(320시간) 4

현장실습 4 학기중 12주(480시간) 11

현장실습 5 학기중 16주(640시간) 14

창업현장실습 1 방학중 8주(320시간) 4

창업현장실습 2 학기중 12주(480시간) 11

창업현장실습 3 학기중 16주(640시간) 14

ICT학점이수 현장실습 1 방학중 8주(320시간) 4

ICT학점이수 현장실습 2 학기중 12주(480시간) 11

ICT학점이수 현장실습 3 학기중 16주(640시간) 14









학 과 성 명 연 구 분 야 연락처

기계공학과 김재희
CWI(AWS),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기술평가사
산업 플랜트엔지니어링 E.P.C  및 BATCH PLANT 전문가
산업기계 및 기계설비,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가
건설기술인협회 특급기술자, 기술지도 및 컨설턴트 특급 전문가

031-8041-0413
oguoeoil@kpu.ac.kr

기계설계공학과 서정환
각종 R&D 연구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
생산성 혁신 컨설팅, 기술지도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이노비즈, NET 등 각종 인증 취득 및 시험평가 지원

031-8041-0433
sun5555@kpu.ac.kr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김명구
진동/소음측정 및 해석, 구조물의 모달해석
회전기계 및 베어링의 진동/소음 해석
구조동역학, 기계설계(3D CAD), 구조해석

031-8041-0466
cosmos@kpu.ac.kr

전자공학부 김성용
임베디드 시스템,  안드로이드/리눅스 시스템
무선기반 영상 전송 및 영상 처리 시스템
System-on-Chip 아키텍처 및 디자인 설계

031-8041-0197
syongkim@kpu.ac.kr

전자공학부 이낙범 생체계측 및 신호처리 / 유헬스케어 시스템
창업 및 기술이전사업화(R&BD, BM)

031-8041-0651
biomecca@kpu.ac.kr

컴퓨터공학부 김홍식
개발 방법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EA), 
전사적 품질 경영(TickIT/TQM/MBNQA),
성숙도 모델(CMMI/EIA MM), CISA(정보시스템 감리)

031-8041-0883
hskimyang@kpu.ac.kr

게임공학부 서근주 멀티미디어, 임베디드 시스템 031-8041-0491
gjseo@kpu.ac.kr



학 과 성 명 연 구 분 야 연락처

신소재공학과 박훈
기능성 세라믹 분말 제조 및 공정
전자기판용 세라믹 소재, 부품, 모듈
무기화학공정용 세라믹 복합소재

031-8041-0594
ph8236@kpu.ac.kr

생명화학공학과 박병기
Baghouse Filtration, Bio-Filtration
Catalytic Membrane Reactor
Distributed Hydrogen Production/Naphtha Cracking
Steam-Methane Reforming

031-8041-0625
byounggi@kpu.ac.kr

나노-광공학과 강성린
초정밀광학 Lens의 설계 및 Mold 가공기술을 할용하여 태양광 집광
LED 조명용광학계 및 지문 및 혈흔감식 System 개발
Nano Technology 소재기술을 활용하여 Sports, 의료 및 BIO용 광학
계 연구

031-8041-0722
slkang@kpu.ac.kr

에너지·전기
공학과

임시종 반도체(광소자, 전자소자) 재료, 소자 설계, 제작 및 분석
태양전지 재료, 소자, 모듈 설계 및 제작

031-8041-0906
sjleem@kpu.ac.kr

경영학부 김용범 기술경영, 기업금융, 스마트마케팅강의
기업재무, 창업투자

031-8041-0684
richkim@kpu.ac.kr

디자인학부 김경수 운송기기 디자인
감성디자인

031-8041-0662
yksd2000@kpu.ac.kr









1주차

2 ~ 7주차

8주차



체크할 항목 – 사전 조율 항목 Yes No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학교측에 명확히 전달하였는가?

현장실습 기간에 대해 학교와 협의하였는가?

실습시간(시작/종료시간, 1주간 정해진 실습시간)에 대하여 학교와 협의하였는가?

출퇴근시간, 실습지원비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였는가?

실습지원비 지급방법, 지급금액,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 및 실습학생과 협의하였는가?

실습내용 및 방법(부서배치, 교육내용, 담당자)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였는가?































현장실습의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기업 대상 R&D 사업 등 참여 시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동기부여 및 성장에 기여

산학협력 활동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활동

산학협력
마일리지 신청

대학이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마일리지 신청

신청접수 및 확인

신청접수
운영기관에서 확인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관리

정부과제 사업
참여

기업이 운영기관에
마일리지 인출 요청

마일리지
증명서 발급

운영기관(대한상의)이
마일리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기업은 정부과제 제안서 제출시
증명서 제출

가산점 부여

정부과제 사업 평가 시
마일리지를 가산점으로
전환, 평가 실시

마일리지 차감
및 재적립

선정 기업 마일리지 차감
미선정기업 마일리지 재적립

산학협력 마일리지 관련 홈페이지 http://www.muic.or.kr





학 과 교수명 연락처

기계공학과 김재희 031-8041-0413
oguoeoil@kpu.ac.kr

기계설계공학과 서정환 031-8041-0433
sun5555@kpu.ac.kr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김명구 031-8041-0466
cosmos@kpu.ac.kr

전자공학부 김성용 031-8041-0197
syongkim@kpu.ac.kr

전자공학부 이낙범 031-8041-0651
biomecca@kpu.ac.kr

컴퓨터공학부 김홍식 031-8041-0883
hskimyang@kpu.ac.kr

게임공학부 서근주 031-8041-0491
gjseo@kpu.ac.kr

신소재공학과 박훈 031-8041-0594
ph8236@kpu.ac.kr

생명화학공학과 박병기 031-8041-0625
byounggi@kpu.ac.kr

나노-광공학과 강성린 031-8041-0722
slkang@kpu.ac.kr

디자인학부 김경수 031-8041-0662
yksd2000@kpu.ac.kr

경영학부 김용범 031-8041-0684
richkim@kpu.ac.kr

에너지·전기공학과 임시종 031-8041-0906
sjleem@kpu.ac.kr



기업과 대학, 학생이 서로 상생하는
현장실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