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대 논문지 편집위원회

구분 분야 성명 소속 E-MAIL

학술부회장 총괄 최종원 숙명여자대학교 choejn@sookmyung.ac.kr

시스템 및 이론 김지홍 서울대학교 kjihong@snu.ac.kr

소프트웨어 및 응용 차재혁 한양대학교 chajh@hanyang.ac.kr

데이타베이스 김상욱 한양대학교 wook@hanyang.ac.kr

정보통신 안상현 서울시립대학교 ahn@uos.ac.kr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채진석 인천대학교 wahr77@naver.com

시스템 및 이론 논문지 편집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E-MAIL

위원장 김지홍 서울대학교 jihong@davinci.sn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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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종호 서강대학교 jhnang@sogang.ac.kr

박경주 중앙대학교 kjpark@cau.ac.kr

박정흠 가톨릭대학교 j.h.park@catholic.ac.kr

박태순 세종대학교 tspark@sejong.ac.kr

박희진 한양대학교 hjpark@hanyang.ac.kr

송민석 인하대학교 mssong@inha.ac.kr

송준화 한국과학기술원 junesong@kaist.ac.kr

신동군 성균관대학교 dongkun@skku.edu

신인식 한국과학기술원 insik.shin@gmail.com

신지선 세종대학교 jsshin@sejong.ac.kr

신찬수 한국외국어대학교 chans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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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승 전북대학교 heeseung@jbnu.ac.kr

진현욱 건국대학교 jinh@konkuk.ac.kr

최성희 한국과학기술원 sunghee@cs.kaist.ac.kr

하순회 서울대학교 sha@iris.snu.ac.kr

한승재 연세대학교 sjhan@cs.yonsei.ac.kr

허재혁 한국과학기술원 jhhuh@kaist.ac.kr

소프트웨어 및 응용 논문지 편집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E-MAIL

위원장 차재혁 한양대학교 chajh@hanyang.ac.kr

고병철 계명대학교 niceko@kmu.ac.kr

고영중 동아대학교 yjko@dau.ac.kr

고인영 한국과학기술원 iko@kaist.ac.kr

곽수영 한밭대학교 sykwak@hanbat.ac.kr

위원장

위원

위원



김기응 한국과학기술원 kekim@cs.kaist.ac.kr

김도형 성신여자대학교 dkim@sungshin.ac.kr

김병만 금오공과대학교 bmkim@kumoh.ac.kr

김병창 대구가톨릭대학교 bckim@cu.ac.kr

김준태 동국대학교 jkim@dongguk.edu

김학수 강원대학교 nlpdrkim@kangwon.ac.kr

박성배 경북대학교 seongbae@knu.ac.kr

박진아 한국과학기술원 jinahpark@kaist.ac.kr

박혜영 경북대학교 hypark@knu.ac.kr

서진욱 서울대학교 jseo@snu.ac.kr 

양희덕 조선대학교 heedeok_yang@chosun.ac.kr 

윤회진 협성대학교 hjyoon@uhs.ac.kr 

이관우 한성대학교 kwlee@hansung.ac.kr 

이세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arahlee230@gmail.com

이재성 충북대학교 jasonlee@cbu.ac.kr 

이현주 광주과학기술원 hyunjulee@gist.ac.kr 

임종우 한양대학교 jlim@hanya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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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한양대학교 wook@hanyang.ac.kr

김민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mskim@dgist.ac.kr

김철연 가천대학교 cykim@gachon.ac.kr

민준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jkmin@koreatech.ac.kr

박동주 숭실대학교 djpark@ssu.ac.kr

박상현 연세대학교 sanghyun@cs.yonsei.ac.kr

박영호 숙명여자대학교 yhpark@sm.ac.kr 

박찬정 제주대학교 cjpark@jejunu.ac.kr

송하주 부경대학교 hajoosong@pknu.ac.kr

이동호 한양대학교 dhlee72@hanyang.ac.kr

이민수 이화여자대학교 mlee@ewha.ac.kr

이상원 성균관대학교 swlee@skku.edu

이영구 경희대학교 yklee@khu.ac.kr

정성원 서강대학교 jungsung@sogang.ac.kr

정연돈 고려대학교 ydchung@korea.ac.kr

차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ghcha@snut.ac.kr

한욱신 포항공과대학교 wshan@postech.ac.kr

황승원 포항공과대학교 swhwang@postech.ac.kr

위원



정보통신 논문지 편집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E-MAIL

위원장 안상현 서울시립대학교 ahn@uos.ac.kr

유명식 숭실대학교 myoo@ssu.ac.kr

이원준 고려대학교 wlee@korea.ac.kr

정성호 한국외국어대학교 shjeong@hufs.ac.kr

고영배 아주대학교 youngko@ajou.ac.kr

권태경 세종대학교 tkwon@sejong.ac.kr

김동균 경북대학교 dongkyun@knu.ac.kr

김명섭 고려대학교 tmskim@korea.ac.kr

김윤희 숙명여자대학교 yulan@sookmyung.ac.kr

노동건 숭실대학교 dnoh@ssu.ac.kr

박상준 ETRI sangjoon@etri.re.kr

박준상 홍익대학교 jsp@cs.hongik.ac.kr

백상헌 고려대학교 shpack@korea.ac.kr

석승준 경남대학교 sjseok@kyungnam.ac.kr

염익준 성균관대학교 ikjun@skku.edu

유영환 부산대학교 ymomo@pusan.ac.kr

유준 가천대학교 joon.yoo@gachon.ac.kr

이상훈 연세대학교 slee@yonsei.ac.kr

이수경 연세대학교 sklee@yonsei.ac.kr

이영석 충남대학교 lee@cnu.ac.kr

이 융 KAIST yiyung@kaist.edu

이정륜 중앙대학교 jrlee@cau.ac.kr

이지훈 상명대학교 vincent@smu.ac.kr

임혁 광주과학기술원 hlim@gist.ac.kr

정윤원 숭실대학교 ywchung@ssu.ac.kr

정재훈 성균관대학교 pauljeong@skku.edu

조성래 중앙대학교 srcho@cau.ac.kr

조진성 경희대학교 chojs@khu.ac.kr

최용훈 광운대학교 yhchoi@kw.ac.kr

허준범 중앙대학교 jbhur@cau.ac.kr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논문지 편집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E-MAIL

위원장 채진석 인천대학교 wahr77@naver.com

이상준 숭실대학교 sangjun@ssu.ac.kr

이종우 숙명여자대학교 bigrain@sookmyung.ac.kr

강수용 한양대학교 sykang@hanyang.ac.kr

권동섭 명지대학교 dongseop@gmail.com

김건웅 목포해양대학교 kgu@mmu.ac.kr

김대은 연세대학교 daeeun@yonsei.ac.kr

김성동 한성대학교 sdkim@hansung.ac.kr

김원일 세종대학교 wikim@sejong.ac.kr

김재훈 서일대학교 jhkimygk@seoil.ac.kr

김준모 단국대학교 q888@dku.edu

김철진 인하공업전문대학 cjkim@inhatc.ac.kr

위원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김형석 건국대학교 hyuskim@konkuk.ac.kr

박규식 단국대학교 kspark@dankook.ac.kr

박문주 인천대학교 moonjupark@gmail.com

박민규 건국대학교 minkyup@kku.ac.kr

박수희 동덕여자대학교 pak@dongduk.ac.kr

백은옥 한양대학교 eunokpaek@gmail.com

박용수 한양대학교 yongsu@hanyang.ac.kr

심재창 안동대학교 jcshim@andong.ac.kr

윤성로 서울대학교 sryoon@snu.ac.kr

이상곤 전주대학교 samuel@jj.ac.kr

이성원 경희대학교 drsungwon@khu.ac.kr 

임성수 국민대학교 sslim@kookmin.ac.kr

정경용 상지대학교 dragonhci@hanmail.net

정성우 고려대학교 swchung@korea.ac.kr

정태선 아주대학교 tschung@ajou.ac.kr 

조규천 한림성심대학교 whcho@hsc.ac.kr

조영임 수원대학교 ycho@suwon.ac.kr

조은선 충남대학교 eschough@cnu.ac.kr

조은숙 서일대학교 escho@seoil.ac.kr

최미정 강원대학교 mjchoi@kangwon.ac.kr

최선웅 국민대학교 schoi@kookmin.ac.kr

최원익 인하대학교 wichoi@inh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