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인명부 확정일: 2020.9.29]

번호 이름 직장(소속) E-Mail

1 R* Lee 텍사스 주립 대학교 ryancs***@gmail.com

2 강*엽 The University of Memphis dka***@memphis.edu

3 강*식 계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mk***@kmu.ac.kr

4 강*철 아주대학교 mck***@ajou.ac.kr

5 강*구 고려대학교 경영정보학과 bgk***@korea.ac.kr

6 강*민 중앙대학교 smk***@cau.ac.kr

7 강*배 동국대학교 sbk***@dongguk.ac.kr

8 강*열 홍익대학교 경영정보학과 sk***@hongik.ac.kr

9 강*라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 학부 so***@hoseo.edu

10 강*영 한국 오라클 kangsy***@hanmail.net

11 강*철 한남대학교 ntisk***@gmail.com

12 강*무 동아대학교 경영정보과학부 ymk***@dau.ac.kr

13 강*정 제주대학교 jaej***@cheju.ac.kr

14 강*영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e비즈니스학부 jyk***@ajou.ac.kr

15 강*정 홍익대학교 hjk***@hongik.ac.kr

16 경*수 프라임에셋컨설팅 jam***@pac.com

17 고*석 CJ올리브네트웍스 ks***@cj.net

18 고*하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sh***@cbnu.ac.kr

19 고*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04***@hanmail.net

20 고*상 전남대학교 i***@chonnam.ac.kr

21 고* 전남대학교 kj***@chonnam.ac.kr

22 곽*영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부 kykw***@kookmin.ac.kr

23 곽*일 서울대학교 sk***@snu.ac.kr

24 곽* 연세대학교 madison.k***@gmail.com

25 구*현 Florida Atlantic University jgooj***@gmail.com

26 구*모 경희대학교 helme***@khu.ac.kr

27 권*택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khu.ac.kr

28 권*우 경동전문대학 사무자동화과 ***@kdtc.ac.kr

29 권*동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sdk***@chungbuk.ac.kr

30 권*범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sbk***@kookmin.ac.kr

31 권*창 인천대학교 sck***@lncheon.ac.kr

32 권*국 서울산업대학교 safe***@seoultech.ac.kr

33 권*옥 숙명여자대학교 yok***@sm.ac.kr

34 권*직 대구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yjk***@taegu.ac.kr

* 성명 가나다순 정렬

한국경영정보학회 2020년 차차기회장 선거인 명부
► 아래의 선거인명부는 사단법인 한국경영정보학회 정관 제9조(임원의 선출) 1항,

   차차기회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선거에 의한 차차기회장 선출) 규정에

► 선거인 자격 : 한국경영정보학회 종신회원(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종신회원)

► 투표는 이메일을 통한 전자투표 입니다.

► 사무국: (02)795-1354 또는 office@kmis.or.kr



35 권*병 경희대학교 obk***@khu.ac.kr

36 권*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hjunk***@naver.com

37 권*탁 한국관광대학 kot***@ktc.ac.kr

38 권*훈 롯데정보통신 ohk***@lotte.co.kr

39 권*철 (주) 썬즈 ucityma***@gmail.com

40 권*경 연세대학교 taekyo***@yonsei.ac.kr

41 권*형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thk***@hufs.ac.kr

42 권*인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hikw***@unitel.co.kr

43 권*창 삼성종합기술원 chuck.k***@samsung.com

44 김*식 대구경북과학기술원 ks***@tpic.ac.kr

45 김*중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garp***@inha.ac.kr

46 김*우 한밭대학교 경영학과 g***@hanbat.ac.kr

47 김*규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kkyu.***@gmail.com

48 김*민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g***@ewha.ac.kr

49 김*석 (주)필립스코리아 k.s.***@philips.com

50 김*섭 충북대학교 kyungsu***@gmail.com

51 김*재 동국대학교/경영정보학과 kj***@dongguk.edu

52 김*철 주식회사 비온드아이티 kkc***@hanmail.net

53 김*수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ks***@postech.ac.kr

54 김*용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gy***@ssu.ac.kr

55 김*현 충주대학교 kh***@cjnu.ac.kr

56 김*문 충남대학교 gmki***@cnu.ac.kr

57 김*성 한국과학기술원 kisung1***@kaist.ac.kr

58 김*수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ks***@yu.ac.kr

59 김*수 김포대학 호텔외식경영과 kisoo***@kimpo.ac.kr

60 김*주 건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kj***@konyang.ac.kr

61 김*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smash1***@gmail.com

62 김*조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kc***@cau.ac.kr

63 김*규 국민대학교 ng***@kookmin.ac.kr

64 김*훈 Interpines ambro***@naver.com

65 김*종 University of North Texas danjong***@gmail.com

66 김*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da***@korea.ac.kr

67 김*륭 델라웨어주립대학교 drki***@hotmail.com

68 김*호 목원대학교 경영정보학과 mis6***@hanmail.net

69 김*현 세종사이버대학교 dhk***@nate.com

70 김*훈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dyoh***@khu.ac.kr

71 김*민 University of New Brunswick in Saint John kimdong***@gmail.com

72 김*상 청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ls***@chongju.ac.kr

73 김*석 서강대학교 myung***@sogang.ac.kr

74 김*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gga***@naver.com

75 김*용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a***@khu.ac.kr

76 김*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beom***@yonsei.ac.kr

77 김*곤 남서울대학교 디지털경영학과 bg***@nsu.ac.kr



78 김*수 영남대학교 tree9***@nate.com

79 김*철 단국대학교 yump***@naver.com

80 김*초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 bc***@hufs.ac.kr

81 김*회 충청전문대학 금융과 kb***@chch.ac.kr

82 김*문 동명대학교 bulls2***@hanmail.net

83 김*국 경희대학교 산업 경영공학과 sangk***@khu.ac.kr

84 김*수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sg***@naver.com

85 김*욱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sie***@chungbuk.ac.kr

86 김*원 국민대학교 kimsang***@kookmin.ac.kr

87 김*현 경북대학교 ***@knu.ac.kr

88 김*훈 광운대학교 sh***@kw.ac.kr

89 김*근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sung***@gmail.com

90 김*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kpu.ac.kr

91 김*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sung***@cu.ac.kr

92 김*철 고려대학교 hiddent***@korea.ac.kr

93 김*태 한국국방연구원 sungtae.***@gmail.com

94 김*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see***@kaist.ac.kr

95 김*인 중부대학교 경영정보학부 si***@joongbu.ac.kr

96 김*헌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sh***@kaist.ac.kr

97 김*연 대구대학교 sy***@daegu.ac.kr

98 김*현 배재대학교 kim***@pcu.ac.kr

99 김*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sg***@nipa.kr

100 김*렬 국민대학교 정보관리학부 sr***@kookmin.ac.kr

101 김*현 연세대학교 seung***@yonsei.ac.kr

102 김*곤 광운대학교 경영정보학과 shin***@kw.ac.kr

103 김*건 계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ky***@kmu.ac.kr

104 김*걸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domi***@kaist.ac.kr

105 김*국 PwC Consulting veryhappy***@gmail.com

106 김*기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ykkim0***@yahoo.com

107 김*대 호남대학교 경영학부 yd***@honam.honam.ac.kr

108 김*렬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yrk***@yahoo.com

109 김*명 비씨카드 ymkim***@gmail.com

110 김*문 계명대학교 경영학부 s***@kmu.ac.kr

111 김*실 하이테크정보 ysg***@hitech.co.kr

112 김*애 금오공과대학교 yakim1***@gmail.com

113 김*준 단국대학교 대학원 world***@naver.com

114 김*태 (주) 프리씨이오 ytkimf***@gmail.com

115 김*평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wansun***@naver.com

116 김*겸 건양대학교 정보관리학과 life***@naver.com

117 김*겸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ygkmk***@naver.com

118 김*서 농심데이타시스템 ki***@nongshim.co.kr

119 김*영 건국대학교 yongyoung.***@gmail.com

120 김*재 건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yj***@konkuk.ac.kr



121 김*진 서강대학교 undersk***@naver.com

122 김*진 소베텍 yongj***@sogang.ac.kr

123 김*희 숭실대학교 yh.***@ssu.ac.kr

124 김*봉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wb***@konkuk.ac.kr

125 김*식 상지영서대학 사회복지과 da***@kkubi.ac.kr

126 김*수 인천시립전문대학 세무회계과 ws***@www.icc.ac.kr

127 김*신 서울시립대학교 akil***@naver.com

128 김*일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hyowon.pusan.ac.kr

129 김* KAIST 초빙교수 eunkim5***@naver.com

130 김*수 경운대학교 의료경영학부 ***@ikw.ac.kr

131 김*진 경기대학교 ejkim***@gmail.com

132 김*홍 국민대학교 eh***@kookmin.ac.kr

133 김*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ij***@dongguk.edu

134 김*경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j***@khu.ac.kr

135 김*성 충북대학교 comk***@gmail.com

136 김*완 삼육대학교 경영정보학과 jw***@syu.ac.kr

137 김*전 전남대학교 퇴직 jaejon***@hotmail.com

138 김*군 영남대학교 ki***@ynu.ac.kr

139 김*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jdkim***@cau.ac.kr

140 김*욱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ju***@sejong.ac.kr

141 김*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 ct***@anyculture.com

142 김*기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jkk***@pusan.ac.kr

143 김*선 한국외국어대학교 cski***@hufs.ac.kr

144 김*욱 성균관대학교 ju***@skku.ac.kr

145 김*원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jo***@deu.ac.kr

146 김*현 우리금융 경영연구소 syncl***@hanafos.com

147 김*백 (주)준정보통신 jub***@hanmail.net

148 김*희 ㈜이비즈월드 win***@ebizworld.co.kr

149 김*석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js***@yonsei.ac.kr

150 김*수 전북대학교 jun***@jbnu.ac.kr

151 김*우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jw***@incheon.ac.kr

152 김*한 경기대학교 경영정보학과 jh***@kyonggi.ac.kr

153 김*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zoell***@naver.com

154 김*기 AK IS(주) akikjk0***@gmail.com

155 김*백 동명대학교 유통경영학과 jin***@tu.ac.kr

156 김*성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ki***@jj.ac.kr

157 김*수 중앙대학교 su***@cau.ac.kr

158 김*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jin***@yonsei.ac.kr

159 김*태 (주)에스알 skyblue8***@naver.com

160 김*화 서강대학교 jinhwa***@sogang.ac.kr

161 김*흥 케이디씨정보통신 jh***@kdccorp.co.kr

162 김*영 동양미래대학교 e-businiss과 soosa***@gmail.com

163 김*렬 서울도시철도공사 cr0***@hanmail.net



164 김*수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c.***@ynu.ac.kr

165 김*수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k***@cau.ac.kr

166 김*식 국민대학교 solo21s***@naver.com

167 김*태 동의대학교 의료경영학과 ki***@deu.ac.kr

168 김*수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cs***@inha.ac.kr

169 김*영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cnki***@uos.ac.kr

170 김*헌 SK경영경제연구소 kimcheeh***@daum.net

171 김*경 광운대학교 masan.ko***@gmail.com

172 김*성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ki***@cbnu.ac.kr

173 김*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tu***@skku.edu

174 김*하 중앙대학교 taeha***@gmail.com

175 김*형 우리FIS kkt***@hanmail.net

176 김*환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th***@naver.com

177 김*환 한양대학교 th***@dankook.ac.kr

178 김*규 공주대학교 경영학과 hg***@kongju.ac.kr

179 김*동 연세대학교 hd.***@yonsei.ac.kr

180 김*수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mroei***@hanmail.net

181 김*수 국민대학교 hs***@dau.ac.kr

182 김*수 (주)비주얼소프트 hs***@kookmin.ac.kr

183 김*진 현영씨스템즈 hj***@hys.co.kr

184 김*수 한성대학교 hs***@hansung.ac.kr

185 김*락 경민대학 멀티미디어과 hl***@kyungmin.ac.kr

186 김*진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ki***@gachon.ac.kr

187 김*근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ewha.ac.kr

188 김*규 단국대학교 heung***@dankook.ac.kr

189 김*선 (주)한국교육센터 lovesun7***@hanmail.net

190 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heeyk***@naver.com

191 김*웅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ki***@yonsei.ac.kr

192 김*윤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heey***@daum.net

193 나*식 서원대학교 경영정보학과 k***@seowon.ac.kr

194 나*균 동선산업(주) dk***@dongsun.net

195 나*옥 한국오라클 joy***@naver.com

196 남*선 (주)아이시글로벌 nks0***@hanmail.net

197 남*찬 American University of Sharjah kch***@gmail.com

198 남*조 목원대학교 서비스경영학부 na***@mokwon.ac.kr

199 남*현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n***@hnu.kr

200 남*현 동양미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sh***@dongyang.ac.kr

201 남*영 (주)모디엠 lan***@nate.com

202 남*현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chna***@empal.com

203 노*섭 부천대학교 edun***@gmail.com

204 노*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s***@snu.ac.kr

205 노* 나사렛대학교 경영정보학전공 y***@kornu.ac.kr

206 노*호 시에치노컨설팅 chn***@hanmail.net



207 노*섭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hs***@ulsan.ac.kr

208 도*호 (주)큐로 ghfy***@gmail.com

209 류*문 삼정데이타서비스(주) son***@sds.co.kr

210 류*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ry***@nca.or.kr

211 류*열 서경대학교 정보관리학과 gy***@skuniv.ac.kr

212 류*열 대진대학교 syr***@daejin.ac.kr

213 류*완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정보시스템학과 ***@cau.ac.kr

214 류*원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sal***@hanmail.net

215 류*태 부산외국어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young***@pufs.ac.kr

216 류*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ok-r***@kpu.ac.kr

217 마*경 중부대학교 경영학과 e***@jbm.ac.kr

218 목*수 단국대학교 itsm***@naver.com

219 문*미 호서벤처전문대학원 ***@hoseo.edu

220 문*원 한국전산감리원 ***@kca21.com

221 문*열 한국정보기술전문가협회 ms***@unitel.co.kr

222 문*은 신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yem***@silla.ac.kr

223 문*진 한국외국어대학교 yjm***@hufs.ac.kr

224 문*훈 서울대학교 mo***@snu.ac.kr

225 문*수 동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tsm***@dongguk.ac.kr

226 문*남 숙명여자대학교 ebiz***@sookmyung.ac.kr

227 문*곤 LH토지주택연구원 softm***@lh.or.kr

228 문*철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hcm***@cnu.ac.kr

229 민*환 고려대학교 경영정보학과 mis***@korea.ac.kr

230 민*권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dk***@sookmyung.ac.kr

231 민*환 한림대학교 sh***@hallym.ac.kr

232 민*기 한라대학교 h_jk***@halla.ac.kr

233 민*영 조선대학교 sahara***@chosun.ac.kr

234 민*진 건국대학교 4everlo***@naver.com

235 박*수 전북대학교 pa***@jbnu.ac.kr

236 박*일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kyp***@hnu.kr

237 박*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ktp***@korea.ac.kr

238 박*호 한양대학교 oobep***@hanyang.ac.kr

239 박*희 대구시 coffeemon***@korea.kr

240 박*석 대한주택공사 연구개발실 grace***@knhc.co.kr

241 박*남 동의대학교 인터넷비즈니스학과 knp***@deu.ac.kr

242 박*언 삼성전자 singp***@gmail.com

243 박*우 성균관대학교 gwb***@gmail.com

244 박*호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khp***@hoseo.edu

245 박*진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tjp***@anu.ac.kr

246 박*진 안동대학교 경영학과 mis***@kongju.ac.kr

247 박*휘 삼성디스플레이 1vov_v***@naver.com

248 박*웅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mwpark***@hufs.ac.kr

249 박*화 성신여자대학교 IT학부 mp***@sungshin.ac.kr



250 박*용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mignp***@yonsei.ac.kr

251 박*효 김장법률사무소 baehyo.p***@gmail.com

252 박*호 카이스트 mediap***@kaist.ac.kr

253 박*철 대구대학교 sangc***@gmail.com

254 박*혁 경남과학기술대학교 sp***@gntech.ac.kr

255 박*현 한국정보화진흥원 shp***@nia.or.kr

256 박*희 한양대학교 herbc***@nate.com

257 박*용 한국 하니웰 sunyong.p***@honeywell.com

258 박*종 대우정보시스템 ***@disc.co.kr

259 박*주 연세대학교 boxe***@yonsei.ac.kr

260 박*규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skp***@catholic.ac.kr.

261 박*주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sjp***@kaist.ac.kr

262 박*택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solph***@cbnu.ac.kr

263 박*회 강남대학교 경영학부 sp***@kangnam.ac.kr

264 박*창 협성대학교 경영학과 psoo***@hanmail.net

265 박*름 경희대학교 penellope***@gmail.com

266 박*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yjp***@seoultech.ac.kr

267 박*홍 영진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계열 god***@yjc.ac.kr

268 박*선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jsp***@mju.ac.kr

269 박*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dearp***@snu.ac.kr

270 박*석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jsp***@khu.ac.kr

271 박*철 강릉원주대학교 jck***@gwnu.ac.kr

272 박*혜 고려대학교 wannaji***@gmail.com

273 박*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LG관 609호 jsf***@yongin.ac.kr

274 박*수 용인대학교 jin***@snu.ac.kr

275 박*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autof***@snu.ac.kr

276 박*래 강릉대학교 회계학과 ***@gwnu.ac.kr

277 박*우 나주대학 항공운항과 cwp***@kgrc.ac.kr

278 박* 고려대학교 경영정보학과 cp***@korea.ac.kr

279 박*수 한라대학교 csp***@halla.ac.kr

280 박*관 대전산업대학교 경영학과 chyg***@gmail.com

281 박*국 상명대학교 미디어학부 pa***@smu.ac.kr

282 방*하 강남대학교 경영학부 b***@kangnam.ac.kr

283 방*석 Temple University mins.p***@gmail.com

284 방*환 뉴욕 renob***@gmail.com

285 배*진 롯데정보통신 jjin***@naver.com

286 배*범 에이더블유아이 ba***@hanmail.net

287 백*현 선문대학교 b***@sunmoon.ac.kr

288 백*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estarb***@hanyang.ac.kr

289 백*엽 엘지씨엔에스 syb***@lgcns.com

290 백*용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syb***@jj.ac.kr

291 백*욱 경남은행 sunny0***@naver.com

292 백*익 한양대학교 sb***@hanyang.ac.kr



293 백*섭 아주대학교 정보과학과 isp***@gmail.com

294 변*환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yhb***@hallym.ac.kr

295 변*수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el***@ut.ac.kr

296 서*수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suh***@sch.ac.kr

297 서*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ks***@yonsei.ac.kr

298 서*원 무 pa***@kmis.or.kr

299 서*백 충북대학교 d***@chungbuk.ac.kr

300 서*밀 숙명여자대학교 bm***@sookmyung.ac.kr

301 서*영 이화여자 대학교 ay***@skku.edu

302 서*욱 대전대학교 yw***@dju.kr

303 서*호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s***@khu.ac.kr

304 서*진 금오기획 ohjinseo3***@naver.com

305 서*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ym***@korea.ac.kr

306 서*종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wj***@inha.ac.kr

307 서*교 단국대학교 eungkyo***@dankook.ac.kr

308 서*호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eh***@postech.ac.kr

309 서*희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jh***@dongseo.ac.kr

310 서*갑 동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arm***@tu.ac.kr

311 서*교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c*@knu.ac.kr

312 서*식 단국대학교 경영정보시스템 neo***@korea.com

313 서*주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hyunju.***@gmail.com

314 서*호 단국대학교 hh***@naver.com

315 석* 경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seukc***@kyungnam.ac.kr

316 성*현 용인대학교 경영정보학과 nhs***@yongin.ac.kr

317 성*경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se***@hanmail.net

318 성*경 경기대학교 경영정보학과 tks***@kyonggi.ac.kr

319 손*호 계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dhs***@kmu.ac.kr

320 손*호 (사)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happyhoy***@gmail.com

321 손*애 성균관대학교 myes***@skku.edu

322 손*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sonn***@kisdi.re.kr

323 손*희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shs***@dankook.ac.kr

324 손*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j***@yonsei.ac.kr

325 송*원 한국정보화진흥원 smw2***@gmail.com

326 송*남 아더앤더슨코리아 ***@kmis.or.kr

327 송*규 영산대학교 sks***@ysu.ac.kr

328 송*근 경상대학 회계학과 ssg***@changwon.ac.kr

329 송*욱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yus***@yonsei.ac.kr

330 송*국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경영정보전공 iks***@dankook.ac.kr

331 송*기 Texas Tech University jaeki.s***@ttu.edu

332 송*석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hss***@hannam.ac.kr

333 신*식 이화여자대학교 kss***@ewha.ac.kr

334 신*민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acehe***@korea.com

335 신*익 홍익대학교 dis***@hongik.ac.kr



336 신*향 동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mhs***@tu.ac.kr

337 신*수 한양대학교 minsoos***@hanyang.ac.kr

338 신*태 세종대학교 shin2***@naver.com

339 신*철 한국예탁결제원 woochols***@gmail.com

340 신*훈 삼성SDS㈜ seat***@naver.com

341 신*수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영학부 tss***@yonsei.ac.kr

342 신*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hks***@hufs.ac.kr

343 신*선 이화여대 good2bpr***@hotmail.com

344 신*균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경영학과 hks***@kumoh.ac.kr

345 신*균 성신여대 문화정보학부 ss***@sungshin.ac.kr

346 심*영 성신여자대학교 sys***@sungshin.ac.kr

347 심*억 단국대학교 roberts***@naver.com

348 심*헌 유넷시스템주식회사 jh***@nate.com

349 안*혁 경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b***@gnu.ac.kr

350 안*철 (주) 인토스 an***@hanmir.com

351 안*협 동서대학교 경영정보학과 sha***@dongseo.ac.kr

352 안*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sh***@snu.ac.kr

353 안*호 인천대학교 orio***@hanmail.net

354 안*경 핸디소프트 yk***@handysoft.com

355 안*영 (주)엠아이티소프트 w***@mitsoft.co.kr

356 안*영 경남정보대학 ah***@kit.ac.kr

357 안*현 한국과학기술원 j***@kaist.ac.kr

358 안*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j***@snu.ac.kr

359 안*철 국민대학교 hc***@kookmin.ac.kr

360 양*식 SK C&C kyungsik.y***@sk.com

361 양*훈 위스콘신대 정보시스템학과 ky***@uwlax.edu

362 양*민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y***@cau.ac.kr

363 양*병 경희대학교 sby***@khu.ac.kr

364 양*춘 단국대학교 yyjc8***@hanmail.net

365 양*규 SK주식회사 C&C / 단국대학교 skyboo***@gmail.com

366 양*동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hdy***@ewha.ac.kr

367 여*갑 시스코프 ik***@ciscorp.co.kr

368 염* 한신대학교 f***@hs.ac.kr

369 염*환 경영학부 jh***@hycu.ac.kr

370 오*주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joha***@yonsei.ac.kr

371 오*록 한국전자통신연구소 gilro***@paran.com

372 오*신 삼육대학교 o***@syu.ac.kr

373 오*조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sec***@dongyang.ac.kr

374 오*환 경북대학교 sehw***@knu.ac.kr

375 오*희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umil***@hanyang.ac.kr

376 오*인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j***@dankook.ac.kr

377 오*욱 한양사이버대학교 jwoh0***@naver.com

378 오*림 서강대학교 hyeli***@sogang.ac.kr



379 우*오 (주)틴드럼시스템즈 mrdant***@gmail.com

380 우*웅 단국대학교 ywwo***@naver.com

381 우*욱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jw***@calstatela.edu

382 위*숙 한성대학교 산업공학과 ns***@hansung.ac.kr

383 유*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b***@snu.ac.kr

384 유*진 계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yo***@kmu.ac.kr

385 유*영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jesy***@kaist.ac.kr

386 유*재 대신 C & C wanjae***@hanmail.net

387 유* 순천대학교 경영학부 i***@scnu.ac.kr

388 유*현 고려대 hyun***@korea.ac.kr

389 유*호 상명대학교 jh***@smu.ac.kr

390 유* 중부대학교 호텔경영학과 bluechip***@hanmail.net

391 유*우 Florida Atlantic University chulwoo***@gmail.com

392 유*선 성균관대학교 hamk***@gmail.com

393 유*준 (주)한국정보감리평가원 dal***@paran.com

394 유*석 한솔PNS hs***@hansol.com

395 윤* 사이버이매지네이션 eugene***@naver.com

396 윤*원 ㈜스마트에어챔프 kw***@hanmail.net

397 윤*석 전남대학교 msy***@chonnam.ac.kr

398 윤*자 윤플래닝 연구소 har***@naver.com

399 윤*일 강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presid***@kangnam.ac.kr

400 윤*수 강남대학교 jong***@kangnam.ac.kr

401 윤*욱 협성대학교 jwy***@uhs.ac.kr

402 윤*훈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jhy***@dju.kr

403 윤*중 아세아항공전문학교 비서행정과 chu***@unitel.co.kr

404 윤*호 목포대학교 carly***@empal.com

405 윤*정 이화여자대학교 yu***@ewha.ac.kr

406 이*배 동아대학교 kang***@dau.ac.kr

407 이*창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le***@skku.ac.kr

408 이*구 동의대학교 경영학부 r***@deu.ac.kr

409 이*상 한국생산성본부 g***@kaist.ac.kr

410 이*전 경희대학교 leekj***@gmail.com

411 이*후 아메리칸대학 gwanhoo.***@gmail.com

412 이*재 서원대학교 회계학과 kj***@seowon.ac.kr

413 이*용 군산대학교 ky***@kunsan.ac.kr

414 이*철 국민대학교 kc***@kookmin.ac.kr

415 이*희 건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kuk***@konkuk.ac.kr

416 이*동 세종사이버대 sk***@skku.edu

417 이*헌 단국대학교 adam.***@samsung.com

418 이*원 포항공과대학교 w0***@postech.ac.kr

419 이*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le***@stepi.re.kr

420 이*용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dyb***@chosun.ac.kr

421 이*만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dm***@knu.ac.kr



422 이*욱 부천대학교 dw***@bc.ac.kr

423 이*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mis***@korea.ac.kr

424 이*주 한성대학교 경영학부 dongj***@gmail.com

425 이*호 경상대학교 dh***@gnu.ac.kr

426 이*수 숭실대학교 전산원 my***@comist.soongsil.or.kr

427 이*봉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mb***@deu.ac.kr

428 이*화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 m***@bufs.ac.kr

429 이*철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2gy***@naver.com

430 이*태 한국과학기술원 bt***@kaist.ac.kr

431 이*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업경영학부 sk***@kut.ac.kr

432 이*근 서강대학교 slee1***@sogang.ac.kr

433 이*기 테크노에이전트 ap***@kmis.or.kr

434 이*용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tom***@hanyang.ac.kr

435 이*재 세종대학교 sang***@sejong.ac.kr

436 이*준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s-***@chonnam.ac.kr

437 이*호 선문대학교 s***@sunmoon.ac.kr

438 이*롬 서울대학교 rosee***@gmail.com

439 이*기 한성대학교 see***@hansung.ac.kr

440 이*준 SK C&C seog***@konkuk.ac.kr

441 이*준 건국대학교 charm***@hotmail.com

442 이*로 연세대학교 경영정보학과 troy***@yonsei.ac.kr

443 이*원 단국 대학교 seongwon.lee***@gmail.com

444 이*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ym***@naver.com

445 이*중 ISACA KOREA . 하나카드 dr.info***@gmail.com

446 이*영 창조경제연구회 space***@naver.com

447 이*익 삼성전자(주), 단국대학교 songyik***@hanmail.net

448 이*인 한국정보화진흥원 si***@nia.or.kr

449 이*철 목포대학교 suchul***@mokpo.ac.kr

450 이*정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eso***@hanmail.net

451 이*창 중소기업진흥공단 lee_seungch***@yonsei.ac.kr

452 이*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seuh***@gmail.com

453 이*리 상명대학교 arle***@naver.com

454 이*민 한미창업투자 투자심사부 yo***@lee.mail.org

455 이*숙 포항대학교/경영서비스과 le***@pohang.ac.kr

456 이*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정보관리팀 ktx***@hanmail.net

457 이*찬 한국철도시설공단 chan***@dongguk.ac.kr

458 이*택 LG CNS yt***@lgeds.lg.co.kr

459 이*환 동국대학교 yh***@hufs.ac.kr

460 이*균 신경대학교 yk9***@paran.com

461 이*근 삼성 디스플레이(주) a58***@naver.com

462 이*기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yong***@sejong.ac.kr

463 이*희 (주)우리은행 스마트금융사업단 yh***@wooribank.com

464 이*기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trin***@inha.ac.kr



465 이*규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woong3***@empal.com

466 이*부 동국대학교 정보관리학과 wb***@dongguk.edu

467 이*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le***@skku.edu

468 이*석 POSRI joshu***@unitel.co.kr

469 이*수 한국인터넷진흥원 yunsoo.***@seculetter.com

470 이*재 SK텔레콤 yj6***@nate.com

471 이*곤 수원대학교 sn***@yonsei.ac.kr

472 이*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jk***@kpu.ac.kr

473 이*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jk***@kaist.ac.kr

474 이*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isjn***@korea.ac.kr

475 이*민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woals***@gmail.com

476 이*범 서강대학교 ***@savethelife.net

477 이*식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e비지니스학과 lee***@ajou.ac.kr

478 이*엽 대구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jy***@cuth.cataegu.ac.kr

479 이*영 포항공과대학교 jaeyo***@postech.ac.kr

480 이*웅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managementj***@gmail.com

481 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jw***@kut.ac.kr

482 이*정 부경대학교 경영정보학과 le***@pknu.ac.kr

483 이*환 서울대학교 j***@idb.snu.ac.kr

484 이* 한국외국어대학교 symb***@gmail.com

485 이*민 KT jmlee***@gmail.com

486 이*승 호서대학교 js***@hoseo.edu

487 이*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j***@yonsei.ac.kr

488 이*하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jasonlee2***@gmail.com

489 이*기 제주국제대학교 교양학부(경영학) mira***@gmail.com

490 이*무 한라대학교 경영학과 jm***@halla.ac.kr

491 이*민 연세대학교 경영정보학과 jmin***@yonsei.ac.kr

492 이*석 한남대학교 경영학부 jong***@mail.hannam.ac.kr

493 이*호 공주대학교 상업정보교육학과 le***@kongju.ac.kr

494 이*희 모다정보통신 j***@modacom.co.kr

495 이*민 경희사이버대학교 jumin***@khcu.ac.kr

496 이*연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jooyeoun***@ajou.ac.kr

497 이*헌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jhl1***@hanmail.net

498 이*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z***@yonsei.ac.kr

499 이*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darze***@gmail.com

500 이*엽 SPRI ilove***@gmail.com

501 이*민 단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chan***@dankook.ac.kr

502 이*균 가톨릭관동대학교 kd***@cku.ac.kr

503 이*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le***@hanyang.ac.kr

504 이*진 한국거래소 cj***@krx.co.kr

505 이*호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le***@chosun.ac.kr

506 이*열 국민대학교 정보관리학부 cy***@kookmin.ac.kr

507 이*권 계명대학교 ck***@kmu.ac.kr



508 이*석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C***@kpu.ac.kr

509 이*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gogum***@gmail.com

510 이*준 명지대학교 hjlee1***@gmail.com

511 이*규 부경대학교 hyunq***@pknu.ac.kr

512 이*용 한성대학교 lee***@hansung.ac.kr

513 이*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hyungju0***@naver.com

514 이* 연세대학교 leeh***@gmail.com

515 이*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h.***@yonsei.ac.kr

516 이*성 아주대학교 hostr***@gmail.com

517 이*주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과 fast***@gmail.com

518 이*수 단국대학교 hanslee***@gmail.com

519 이*영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hy***@khu.ac.kr

520 이*상 성균관대학교 lee***@skku.edu

521 이*석 KAIST ***@kaist.ac.kr

522 임*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k***@yonsei.ac.kr

523 임*건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gg***@hanyang.ac.kr

524 임*하 중앙대학교 b***@cau.ac.kr

525 임*배 St. Marys University sl***@stmarytx.edu

526 임*택 고려대학교 경영정보학과 mis***@korea.ac.kr

527 임*헌 상지대학교 sli***@hanmail.net

528 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il***@yonsei.ac.kr

529 임*수 한국오라클(유) okjs***@oracle.com

530 임*익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lim***@ajou.ac.kr

531 임*빈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hpy***@cnu.ac.kr

532 장*태 단국대학교 outfr***@naver.com

533 장*식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nch***@uos.ac.kr

534 장*희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cmhee2***@hhu.ac.kr

535 장*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chan***@hanyang.ac.kr

536 장*영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syj***@skku.edu

537 장*봉 성균관대학교 ybchan***@skku.edu

538 장*승 현대기아 ysj***@hyundai-motor.com

539 장*훈 북경이공대학 younghoonch***@gmail.com

540 장*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ymj***@hiramail.net

541 장*식 한신대학교 e-비지니스학과 ysch***@hs.ac.kr

542 장*경 호서대학교 jan***@hoseo.edu

543 장*영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jyjan***@gmail.com

544 장*주 서울대학교 jah***@snu.ac.kr

545 장*웅 (주)이브로드캐스트 cwja***@paran.com

546 장*배 중앙대학교 hbch***@cau.ac.kr

547 장*정 행정자치부 jeajo***@gmail.com

548 전*진 대구산업정보대학 bri***@tpic.ac.kr

549 전*정 상명대학교 정보통신학부 chu***@smu.ac.kr

550 전*식 (주)STS 엔터프라이즈 ***@samilts.com



551 전*원 유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dwju***@nate.com

552 전*찬 강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jeo***@kangnam.ac.kr

553 전*민 가천대학교 smj***@gachon.ac.kr

554 전*현 국민대학교 경영정보학부 j***@kookmin.ac.kr

555 전*현 고려대학교 isshj***@gmail.com

556 전*승 상지대학교 회계학과 ysch***@sangji.ac.kr

557 전*선 인하대학교 kenya0***@naver.com

558 전*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학과 jk***@hufs.ac.kr

559 전*수 세림TSG(주) hansk***@nate.com

560 정*수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kschun***@daum.net

561 정*헌 중앙경찰학교 jgh***@daum.net

562 정*채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kcje***@cbnu.ac.kr

563 정*호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nhch***@khu.ac.kr

564 정*용 숭실대학교 중소기업학부 dych***@ssu.ac.kr

565 정*율 경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dyje***@gnu.ac.kr

566 정*길 동의대학교 전산통계학과 dgj***@deu.ac.kr

567 정*훈 동국대학교 정보관리학과 d***@dgu.edu

568 정*채 국립공주대학교 산업유통학과 chun***@kongju.ac.kr

569 정*윤 서울대학교 sunshin***@snu.ac.kr

570 정*철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scj***@cnu.ac.kr

571 정*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kimo***@kict.re.kr

572 정*찬 동의대학교 scje***@deu.ac.kr

573 정*필 북사대-홍콩침회대 연합국제학원 spje***@uic.edu.hk

574 정*휘 인하공업전문대학 비서과 shje***@inhatc.ac.kr

575 정*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부 srje***@kookmin.ac.kr

576 정*헌 KAIST 경영과학과 co***@kaist.ac.kr

577 정*수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ych***@cnu.ac.kr

578 정*일 동강대학 아동복지과 chung***@gmail.com

579 정*기 전남대학교 ykch***@jnu.ac.kr

580 정*진 미래문화사 hygm2***@hanmail.net

581 정*진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chun***@chollian.net

582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경영대학 ych***@hufs.ac.kr

583 정*택 마산전문대학 유통정보과 ytch***@masan.ac.kr

584 정*주 조지메이슨대학 eju***@gmu.edu

585 정*성 University of Wisconsin - Milwaukee riz***@gmail.com

586 정*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경영대학 ikch***@hufs.ac.kr

587 정*주 홍익대학교 경영정보학과 chun***@wow.hongik.ac.kr

588 정*우 메가넷 jwj***@makistx.com

589 정*윤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jyj***@khu.ac.kr

590 정*관 미래창조과학부 jungjk0***@gmail.com

591 정*수 국민대 pari***@kookmin.ac.kr

592 정*용 상명대학교 cyj***@smu.ac.kr

593 정*웅 (주)엔터큐브 cwjung***@gmail.com



594 정*식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csch***@ks.ac.kr

595 정*영 한남대학교 cyj***@hannam.ac.kr

596 정*원 팀 서포트 ch***@hitel.net

597 정*철 한국토지주택공사 hchj***@hanmail.net

598 정*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hwj***@korea.ac.kr

599 정*진 영진전문대학 kk***@yjc.ac.kr

600 조*조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kj***@kyungnam.ac.kr

601 조*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nj***@hanyang.ac.kr

602 조*환 진주산업대학교 dh***@gntech.ac.kr

603 조*치 남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sangc***@hitel.net

604 조*형 무 seon.h.***@gmail.com

605 조*빈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sungbin***@sogang.ac.kr

606 조*형 건양대학교 경영정보관광학부 sh***@konyang.ac.kr

607 조*현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 sookyun***@gmail.com

608 조*섭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sin***@snu.ac.kr

609 조*길 청주대학교 경영학부 yk***@chongju.ac.kr

610 조*제 서울시립대학교 wooje***@snu.ac.kr

611 조*호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ww***@kookmin.ac.kr

612 조*남 금융결제원 전산개발부 ch***@kftc.or.kr

613 조*희 광운대학교 m***@kw.ac.kr

614 조*융 백석문화대학 jy***@bscu.ac.kr

615 조*정 한국과학기술원 jo***@kaist.edu

616 조*연 울산대학교 경영정보학부 hy***@ulsan.ac.kr

617 주*정 한남대학교 sjjoo***@nate.com

618 주*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w***@snu.ac.kr

619 주*훈 한국정보시스템학회 gi***@dongguk.ac.kr

620 지*철 홍익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j***@hongik.ac.kr

621 진*혜 서강대학교 sme***@naver.com

622 차*진 한양대학교 kjc***@gmail.com

623 차*상 Salisbury University s***@salisbury.edu

624 채*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mle***@naver.com

625 채*미 이화여자대학교 smc***@ewha.ac.kr

626 채*욱 호서대학교 seongwookc***@gmail.com

627 채*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ymc***@yuhs.ac.kr

628 천*중 울산대학교 mjch***@ulsan.ac.kr

629 천*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shc***@seoultech.ac.kr

630 천*영 연세대학교(UIC) ech***@yonsei.ac.kr

631 천*락 무 chun***@naver.com

632 최*돈 한세대학교 kdchoi***@naver.com

633 최*석 (주)아프로 ***@ahpro.co.kr

634 최*영 (주)키삭 kyc***@kisac.co.kr

635 최*진 계명대학교/경영정보학과 choim***@kmu.ac.kr

636 최*구 국민대학교 cisc***@gmail.com



637 최*국 경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bkc***@nongae.gsnu.ac.kr

638 최*남 국토지리정보원 bncho***@naver.com

639 최*름 서울시립대학교 bc***@uos.ac.kr

640 최*민 포항공과대학교 best***@postech.ac.kr

641 최* 연변 평양과학기술대학 sprs***@hanmail.net

642 최*규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skc***@ihd.or.kr

643 최*만 단국대학교 smc***@dint.kr

644 최*정 전남대학교 95c***@hanmail.net

645 최*규 단국대학교 대학원 toughmi***@hanmail.net

646 최*은 연세대학교 chibi***@yonsei.ac.kr

647 최*선 인제대학교 ysc***@inje.ac.kr

648 최*영 카톨릭대학 iycho***@gmail.com

649 최*영 부천대학교 e-비즈니스과 mobilec***@naver.com

650 최*영 동부CNI(주) choi0***@bc.ac.kr

651 최*웅 부천대학 jwc***@bc.ac.kr

652 최*원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ironm***@gmail.com

653 최*화 단국대학교 jc***@dankook.ac.kr

654 최*일 숭실대학교 jic***@ssu.ac.kr

655 최*욱 MarkAny & 상명대학교 juc***@markany.com

656 최*연 세종대학교 zoon***@gmail.com

657 최*상 자유한국당 choijins***@daum.net

658 최*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sunny_cho***@naver.com

659 최*호 세종대학교 jhc***@sejong.ac.kr

660 최*건 SAP Korea mka0***@hanmail.net

661 최*라 순천대학교 경영학과 hyu***@hotmail.com

662 최*림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hrc***@dau.ac.kr

663 최*섭 넝쿨에듀 chs3***@gmail.com

664 최*용 엘지 씨엔에스 hyc***@lgcns.com

665 최*식 국민대학교 정보관리학부 hsc***@kookmin.ac.kr

666 피*호 KIST2000 연구사업관 j***@kist.re.kr

667 하*문 한국 CA b***@naver.com

668 하*현 우석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taih***@daum.net

669 한*수 McGill University kunsoo.***@mcgill.ca

670 한*섭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ks***@daunet.donga.ac.kr

671 한*훈 삼성SDS khpro.***@samsung.com

672 한*호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mh***@dongduk.ac.kr

673 한*승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h***@kait.or.kr

674 한*수 (주)비프라미스 jerich***@empal.com

675 한*호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 yh***@bufs.ac.kr

676 한*정 숙명여자대학교 ej***@sookmyung.ac.kr

677 한*상 우리들제약(주) btm***@daum.net

678 한*구 KAIST 경영대학 ig***@kaist.ac.kr

679 한*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jae***@korea.ac.kr



680 한*란 협성대학교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jl***@uhs.ac.kr

681 한*희 한양대 경영학부 c***@hanyang.ac.kr

682 한*수 한양대학교 hs***@hanyang.ac.kr

683 함*근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ykh***@konkuk.ac.kr

684 함*연 경희대학교 juyeon.***@gmail.com

685 허*숙 울산대학교 ms***@ulsan.ac.kr

686 허*영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hhjo***@gmail.com

687 허*석 영남대학교 경영대학 august***@yu.ac.kr

688 허*준 (주)피앤티파트너스 jay***@gmail.com

689 허*호 쇼플이노베이션 onesk***@naver.com

690 현*근 서울대학교 xua***@snu.ac.kr

691 홍*수 계명대학교 경영학부 ksh***@kmu.ac.kr

692 홍*능 금융감독원 정보관리국 snh***@fss.or.kr

693 홍*민 건국대학교 sxh5***@yahoo.com

694 홍*원 푸르덴셜 생명보험 had***@chollian.net

695 홍*준 고려대학교 sej***@korea.ac.kr

696 홍*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sh***@dau.ac.kr

697 홍*표 PwC 컨설팅 hycs***@naver.com

698 홍*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ih***@cau.ac.kr

699 홍*석 경기대학교 juneh***@kyonggi.ac.kr

700 홍*호 부산대학교 hon***@pusan.ac.kr

701 홍*기 청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hgh***@chongju.ac.kr

702 황*태 동국대학교 kthw***@dongguk.edu

703 황*선 PAG&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 marsninehw***@gmail.com

704 황*현우 코오롱베니트 scotthwan***@gmail.com

705 황*훈 몽골 후레대학교 leaders***@paran.com

706 황*준 LG유플러스 ilmar***@naver.com

707 황*선 한라대학교 경영사회대학 yese***@naver.com

708 황*섭 서울시립대학교 you***@uos.ac.kr

709 황*종 시카고 드폴대학교 yhwa***@depaul.edu

710 황*수 전주대학교 정보기술학부 in***@jj.ac.kr

711 황*훈 연세대학교 경영정보학과 jwh***@yonsei.ac.kr

712 황*진 대구가톨릭대학교 hjhw***@cuth.cataegu.ac.kr

713 황*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hdwh***@kict.re.kr

714 황*석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hshw***@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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