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대 논문지 편집위원회

구분 분야 성명 소속 E-MAIL

학술부회장 총괄 홍충선 경희대학교 cshong@khu.ac.kr

시스템 및 이론 낭종호 서강대학교 jhnang@sogang.ac.kr

소프트웨어 및 응용 백은옥 한양대학교 eunokpaek@gmail.com

데이타베이스 장재우 전북대학교 jwchang@chonbuk.ac.kr

정보통신 김영한 숭실대학교 younghak@ssu.ac.kr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채진석 인천대학교 wahr77@naver.com

시스템 및 이론 논문지 편집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E-MAIL

위원장 낭종호 서강대학교 jhnang@sogang.ac.kr

김남윤 한성대학교 nykim@hansung.ac.kr

김동규 한양대학교 dqkim@hanyang.ac.kr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mjkim@swu.ac.kr

김정선 한양대학교 kimjs@hanyang.ac.kr 

김형신 충남대학교 hyungshin@cnu.ac.kr

민상렬 서울대학교 symin@snu.ac.kr

박정흠 가톨릭대학교 j.h.park@catholic.ac.kr

박태순 세종대학교 tspark@sejong.ac.kr

박희진 한양대학교 hjpark@hanyang.ac.kr

성민영 서울시립대학교 mysung@uos.ac.kr

송민석 인하대학교 mssong@inha.ac.kr

송준화 한국과학기술원 junesong@kaist.ac.kr

신찬수 한국외국어대학교 cssin@hufs.ac.kr

유헌창 고려대학교 yuhc@comedu.korea.ac.kr

윤일동 한국외국어대학교 yun@hufs.ac.kr

이재진 서울대학교 jlee@cse.snu.ac.kr

이정아 조선대학교 jalee@chosun.ac.kr

진현욱 건국대학교 jinh@konkuk.ac.kr

차호정 연세대학교 hjcha@yonsei.ac.kr

최성희 한국과학기술원 sunghee@cs.kaist.ac.kr

하순회 서울대학교 sha@iris.snu.ac.kr

한승재 연세대학교 sjhan@cs.yonsei.ac.kr 

한정현 고려대학교 jhan@korea.ac.kr

소프트웨어 및 응용 논문지 편집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E-MAIL

위원장 백은옥 한양대학교 eunokpaek@gmail.com

강인혜 서울시립대학교 inhye@uos.ac.kr

고병철 계명대학교 niceko@kmu.ac.kr

고인영 한국과학기술원 iko@kaist.ac.kr

곽수영 한밭대학교 sykwak@hanbat.ac.kr

김기응 한국과학기술원 kekim@cs.kaist.ac.kr

김도형 성신여자대학교 dkim@sungshin.ac.kr

김병만 금오공과대학교 bmkim@kumoh.ac.kr

위원장

위원

위원



김병창 대구가톨릭대학교 bckim@cu.ac.kr

김준태 동국대학교 jkim@dongguk.edu

남양희 이화여자대학교 yanghee@ewha.ac.kr

박성배 경북대학교 seongbae@knu.ac.kr

박진아 한국과학기술원 jinahpark@kaist.ac.kr

박혜영 경북대학교 hypark@knu.ac.kr

양희덕 조선대학교 heedeok_yang@chosun.ac.kr

윤회진 협성대학교 hjyoon@uhs.ac.kr

이병걸 서울여자대학교 byongl@swu.ac.kr

이재성 충북대학교 jasonlee@cbu.ac.kr

이현주 광주과학기술원 hyunjulee@gist.ac.kr

정유진 한국외국어대학교 chungyj@hufs.ac.kr

조성제 단국대학교 sjcho@dku.edu

차정원 창원대학교 jcha@changwon.ac.kr

채흥석 부산대학교 hschae@pusan.ac.kr

최용석 한양대학교 cys@hanyang.ac.kr

한보형 포항공과대학교 bhhan@postech.ac.kr

한환수 성균관대학교 hhan@skku.edu

황규백 숭실대학교 kbhwang@ssu.ac.kr

데이타베이스 논문지 편집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E-MAIL

위원장 장재우 전북대학교 jwchang@chonbuk.ac.kr

김상욱 한양대학교 wook@hanyang.ac.kr

김유성 인하대학교 yskim@inha.ac.kr

문양세 강원대학교 ysmoon@kangwon.ac.kr

박동주 숭실대학교 djpark@ssu.ac.kr

박영호 숙명여자대학교 yhpark@sm.ac.kr 

이동호 한양대학교 dhlee72@hanyang.ac.kr

이민수 이화여자대학교 mlee@ewha.ac.kr

이상돈 목포대학교 sdlee@mokpo.ac.kr

이영구 경희대학교 yklee@khu.ac.kr

정성원 서강대학교 jungsung@sogang.ac.kr

정연돈 고려대학교 ydchung@korea.ac.kr

차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ghcha@snut.ac.kr

황병연 가톨릭대학교 byhwang@catholic.ac.kr

정보통신 논문지 편집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E-MAIL

위원장 김영한 숭실대학교 younghak@ssu.ac.kr

권태경 세종대학교 tk@mmlab.snu.ac.kr

김광준 전남대학교 kgj@chonnam.ac.kr

김기형 아주대학교 kkim86@ajou.ac.kr

김승천 한성대학교 kimsc@hansung.ac.kr

김윤희 숙명여자대학교 yulan@sookmyung.ac.kr

김인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skim@etri.re.kr

위원

위원



문봉교 동국대학교 bkmoon@dongguk.edu

박상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angjoon@etri.re.kr

박영호 세종사이버대학교 yhpark@sm.ac.kr

백상헌 고려대학교 shpack@korea.ac.kr

서창호 공주대학교 chseo@kongju.ac.kr

석승준 경남대학교 sjseok@kyungnam.ac.kr

염익준 성균관대학교 ikjun@skku.edu

유명식 숭실대학교 myoo@ssu.ac.kr

유영환 부산대학교 ymomo@pusan.ac.kr

이 융 한국과학기술원 yiyung@ee.kaist.ac.kr

이상규 숙명여자대학교 sanglee@sookmyung.ac.kr

이상환 국민대학교 sanghwan@kookmin.ac.kr

이수경 연세대학교 sklee@cs.yonsei.ac.kr

이정륜 중앙대학교 jrlee@cau.ac.kr

이정현 숭실대학교 jhyi@ssu.ac.kr

정성호 한국외국어대학교 shjeong@hufs.ac.kr

정윤원 숭실대학교 ywchung@ssu.ac.kr

조성래 중앙대학교 srcho@cau.ac.kr

조진성 경희대학교 chojs@khu.ac.kr

최용훈 광운대학교 yhchoi@kw.ac.kr

한동국 국민대학교 christa@kookmin.ac.kr

한승철 명지대학교 bongbong@mju.ac.kr

황호영 한성대학교 hyhwang@hansung.ac.kr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논문지 편집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E-MAIL

위원장 채진석 인천대학교 jschae@incheon.ac.kr

김성동 한성대학교 sdkim@hansung.ac.kr

이종우 숙명여자대학교 bigrain@sookmyung.ac.kr

강수용 한양대학교 sykang@hanyang.ac.kr

김건웅 목포해양대학교 kgu@mmu.ac.kr

김대은 연세대학교 daeeun@yonsei.ac.kr

김원일 세종대학교 wikim@sejong.ac.kr

김준모 단국대학교 q888@dku.edu

김철진 인하공업전문대학 cjkim@inhatc.ac.kr

김형석 건국대학교 hyuskim@konkuk.ac.kr

박규식 단국대학교 kspark@dankook.ac.kr

박문주 인천대학교 moonjupark@gmail.com

박민규 건국대학교 minkyup@kku.ac.kr

박상현 연세대학교 sanghyun@cs.yonsei.ac.kr

박선주 연세대학교 boxenju@yonsei.ac.kr

박수희 동덕여자대학교 pak@dongduk.ac.kr

박용수 한양대학교 yongsu@hanyang.ac.kr

심재창 안동대학교 jcshim@andong.ac.kr

윤성로 고려대학교 sryoon@gmail.com

이상준 숭실대학교 sangjun@ssu.ac.kr

이성원 경희대학교 dr.leesungwon@gmail.com 

임성수 국민대학교 sslim@kookmin.ac.kr

부위원장

위원



정경용 상지대학교 kyjung@sangji.ac.kr

정성우 고려대학교 swchung@korea.ac.kr

정태선 아주대학교 tschung@ajou.ac.kr 

조규천 한림성심대학 whcho@hsc.ac.kr

조영임 수원대학교 ycho@suwon.ac.kr

조은선 충남대학교 eschough@cnu.ac.kr

조은숙 서일대학 escho@seoil.ac.kr

최미정 강원대학교 mjchoi@kangwon.ac.kr

최선웅 국민대학교 schoi@kookmin.ac.kr

한욱신 경북대학교 wshan@knu.ac.kr

최선웅 국민대학교 schoi@kookmin.ac.kr

최원익 인하대학교 wichoi@inh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