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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공학인턴십2과목 소개
교과목명 : 공학지식의 실무응용

교과번호: M2177.003700

개설학기 : 2018년 1학기(시간미정)

이수학년 : 학부 3, 4학년

담당교수 : 곽승엽 교수 (sykwak@snu.ac.kr)
교과목 소개
공학 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들의 폭 넓은 공학 지식 및 다
양한 경험은 산업 발전 및 사회 발전의 근간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학교
내에서 강의를 통해 습득한 공학기초지식 및 공학응용지식이 실제 현장
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체험하고, 응용사례, 적용분야, 개선방안
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운다. 외국의 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공학지식의 적용현황 및 방안을 체험하
며,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공학지식 응용사례 및 기술개발 과정을 요약,
발표하고, 그 동안 학교에서 배운 교과내용과의 연계를 통해 앞으로의
학습방향 및 진로를 설정한다. 공과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실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120시간 이상의 인턴십 활동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강 자격을 부여한다.

현대차그룹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안)
인턴십 프로그램 이수 기업 :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부서 배치 : 기아차 유럽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 (KMS인사팀)
수강인원 : 8명
인턴십 기간 : 2018년 1월 15일 ~ 2월 2일 (3주간)
인턴 근무 시간 : 평일 08:00 ~ 17:00

(18년 1학기 기준 6학기생부터 졸업전 마지막학기 재학생)

인턴십 비용: 80만원 지급

목표 및 구성
학부 과정에서 습득한 공학지식이 해외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체험
공학지식의 응용사례, 적용분야, 개선방안에 근거한 종합적 분석 능력 개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산업체의 공학지식 및 응용사례, 기술개발 과정을 요약발표

단기/단발적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교류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례화 추진

인턴십 과정
기아차 슬로바키아 현지법인으로 배치하여 모듈별 현장실습, 강의 등 실시(인턴기간)
연구소 별로 멘토 지정, 그룹별 프로젝트 과제 부여

현대차그룹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안)
기획 의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들의 글로벌 생산 현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실습을 통한 생산 인프라 및 운영 프로세스 등 업무 체험을 통한 산업체 개선요소 발굴 및 수렴

커리큘럼
기본교육

경영/플랜트에 대한 이해 교육

연구개발 프로세스 교육

현장실습

모듈별 현장학습 및 교육
업무 실습

세부 일정
모집공고 : 17/10/20~11/6

서울대 내부 공고 실시_지원서 제출 마감(11/6 자정까지)
지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면접 및 선발 : 17/11/13~11/24 현대차 퇴임 임원진(현. 서울대 객원교수 및 산학협력 중점교수)면접
현대차 인사기획팀 최종 확정
인턴십 운영안 개별 공지 : 12월 중 (선발자 대상으로 인턴십 일정 및 체류, 항공 일정 등 별도 안내)
인턴십 실시 : 18/1/15~2/2, 1일차 오리엔테이션, 2일차부터 본 프로그램 실시
인턴십 종료 : 18/2/2, 프로젝트 발표회 및 수료식 실시

현대차그룹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안)
인턴십 개요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
기간

2018.1.15(월)~2.2(금) 총 3주(실근무일 15일)

일정

1주: 현지법인 오리엔테이션: 법인현황 소개, 생활 안내
현업 멘토 지정 및 과제 부여
2주: 현업실습, 프로젝트 수행/ 지역문화 체험 등
3주 : 프로젝트 결과물 도출 및 평가
법인 간담회/수료식 실시, 일정 정리, 수료증 추후 발급

운영부서

기아차 (KMS인사팀)
(생산법인 관계로 연구개발 외에도 경영/플랜트 직무 관련 부서 배치 가능)

선발인원

8명

지원 자격

- 2년 이내의 공인영어성적 보유자(TOEIC, TOEIC SPEAKING, TEPS, TEPS
SPEAKING, OPIC)
- 국내 인턴십 수료자 및 공학기술과 사회 교과목 이수자 우대

근무지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
(http://pr.kia.com/ko/now/tour/global-plant/slovakia-zilina-plant.do)

기타사항

항공료, 숙박비, 체제비 전액 지원

참고사항 / 인턴십 프로그램 신청절차
참고사항
동계방학 중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2018년 1학기에 개설되는 ‘글로벌공학인턴십2
(담당교수: 곽승엽)’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동 교과목에서 3학점을 부여함
공학기술과 사회 교과목(2016-2~2017-2학기) 수강생 우대

인턴십 프로그램 신청 절차
2017년 11월 6일(월)까지 담당자에게 e-mail로 신청(작성한 신청서 한글파일과 자필 사인한 지원서
스캔파일, 기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 접수처 38동 201호
인턴십 지원서는 이메일로 별도 안내

기타
문의: 임진희 책임연구원(yimjhkr@snu.ac.kr, 02-880-2255)
최종 인턴십 선정는 현대차 퇴임인원, 담당교수 및 회사가 상의하여 결정함

참고사항 / 기아모터스 슬로바키아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