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P장기현장실습
FAQ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Q1. IPP와 동/하계 인턴십 연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1. IPP장기현장실습은 ‘IPP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인턴십은 각 학과(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청도 각각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IPP장기현장실습과 인턴십 기업이 매번 동일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참
여할 때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사업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2. IPP 수업은 학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A2.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IPP장기현장실습’ 이라는 전공선택 1개 교과목(9학점)을 수강 신청하여 듣는 것으로 이
해하면 됩니다. *단, 초과학기자는 1개 교과목(2학점) 수강 가능
단, 오프라인 수업은 졸업관련 수업만 수강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학교 기준인 재학중 온라인 수업 수강이 18
학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Q3. IPP 참여 기업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요?
A3. 참여 신청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포털(https://ipp.hongik.ac.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하며, 아직 서류 작업이 안된
참여 예정 기업의 경우 담당 산학중점교수님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담 가능합니다.
기업 관련 문의는 IPP 산학중점교수님께 문의 바랍니다.(하단 연락처 참조)
Q4. IPP 장기현장실습은 몇 회 참여 가능한가요?
A4. 비연속 2학기로 참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에 참여 한 경우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연속으로 3학년 2학기에 참
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Q5. 실습 종료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A5. 장기현장실습 종료 후 이수증은 포털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실습 기업에 취직 연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수증
발급이 필요할시 사업단으로 문의바랍니다.
Q6. 기업 매칭시 면접을 보나요?
A6. 기업 매칭시 면접 여부는 기업의 요구사항 여부에 따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이 과외선생님 모집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을 올리고 과외 학생을 매칭하는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모두 원해야 과외가 성사되듯이 IPP장기현장실습은 실습생과 기업이 모두 원해야 매칭이 가능하며,
매칭시 각 학부모들이 원하는 조건이나 방법이 어느 정도 상이한 것과 같이, 기업 또한 실습생의 갖추어야 할 조건
및 면접 여부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학중점교수님께서 충분히 안내하고, 지도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특
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교수님과 충분한 상담 후 여러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실습생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 합니다.
Q7.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7. IPP 포털사이트에 신청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등록 후 희망 기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기업별 담당 산학중점교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캠퍼스 취업진로센터에서 진행하는 1:1 집중 컨설팅(온라인, 오프라인)을 044-860-2634로 문의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Q8.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입니다. 저도 참여 가능한가요?
A8. 신청 학기와 상관없이 IPP 수업을 진행하는 학기의 학적이 재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학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학 예정자는 IPP포털사이트 로그인이 복학 신청 완료 후 가능합니다.
네이버 밴드에 신청서 양식이 게시되어있습니다. 접속하여 ‘홍익대학교 IPP사업단(https://band.us/band/80196244)’
지원 가이드를 따라 신청서를 기업 담당 산학중점교수님께 제출 바랍니다.

Q9. IPP 개설 수업만 들으면 다음 학기 장학금을 못 받아요. 어떻게 하죠?
A9. IPP장기현장실습 교과목 외 사이버 강의를 포함하여 최대 15학점 이수 가능합니다. (졸업교과목 외 오프라인 수업 수강 불가)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단에 연락 바랍니다.
Q10. ‘IPP에서 받는 월 1,822,480원 이상’ 이란 돈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받나요?
A10. 1,822,480원 = 기업 922,480원+국고 40만원+학교(IPP인턴십장학금) 50만원
*기업지원금의 경우 기업별로 상이하여 922,480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금의 경우 기업별로 세금 처리 방식과 급여일이 상이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고의 경우 40만원에서 매월 기타소득세 8.8%(2020년 기준)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고 및 학교 장학금의 경우 익월 15일경 학생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장학금 지급을 위해 IPP장기현장실습 참여 학기 또한 전액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 시 사업단으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참고로 월간 보고서는 향후 취업 할 때 포트폴리오로 적극 활용하여 취업에 도움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성심성의
껏 작성하여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11. 기업 선발 후 장기현장실습 참여 중 제가 할 일을 알려주세요.
A11.
일정
내용
- 기업 서류 지원 및 면접
실습 시작 전
- 사전교육 이수 등(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3자 협약(학교-기업-학생)
실습 시작 2주 이내
- OJT수행계획서, 안전관리동의서 서류 등록
- 매달 보고서 작성·제출
실습 중

- 매달 학과 상담지도교수님 상담(방법 및 일정은 담당 교수님별 상이)

실습 마무리

- 첫달, 마지막달 IPP 산학중점교수님 상담(방법 및 일정은 담당 교수님별 상이)
- 교내 성적 입력 기간 전 종합보고서 작성·제출

Q12. IPP장기현장실습 관련 문의 방법
A12.
행정 문의
세종캠퍼스 C406호 평일 09:00~18:00
IPP장기현장실습 담당

이진아
고소미

IPP형 일학습병행 담당

jnlee027@hongik.ac.kr
044-860-2152
kosomi@hongik.ac.kr
044-860-2154

기업 문의
강진기 산학중점교수
광고홍보 분야
석용승 산학중점교수
상경/자동차/철강 분야

김성훈 산학중점교수

디자인 분야

박희면 산학중점교수

ehwjs6010@hongik.ac.kr
010-4308-0209
gentlesys@hongik.ac.kr
010-2263-5015
ksh@hongik.ac.kr
010-5248-7224
phm@hongik.ac.kr
010-4923-0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