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022년도 회장선거 선거인 명부 

총 121명 

No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 

1 강명민 충남대학교 수학과 wjdjr1@snu.ac.kr 

2 강명주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mkang@snu.ac.kr 

3 강성호 국가수리과학연구소 runits@nims.re.kr 

4 강순부 공군사관학교 수학과 sbkang@afa.ac.kr 

5 강용한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yonghann@cu.ac.kr 

6 곽도영 KAIST 수리과학과 kdy@kaist.ac.kr 

7 곽민규 전남대학교 수학과 mkkwak@chonnam.ac.kr 

8 곽민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수학과 mkwak@hufs.ac.kr 

9 권기운 동국대학교 수학과 kwkwon@dongguk.edu 

10 권길헌 KAIST 수리과학과 khkwon@kaist.edu 

11 권오정 인천대학교 수학과 ojoungkwon@gmail.com 

12 권용훈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ykwon@postech.ac.kr 

13 권재룡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kweon@postech.ac.kr 

14 권희대 인하대학교 수학과 hdkwon@inha.ac.kr 

15 김경수 경희대학교 응용수학과 kyungsoo@khu.ac.kr 

16 김광익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kimki@postech.ac.kr 

17 김대욱 서원대학교 수학교육과 kdw@seowon.ac.kr 

18 김도완 인하대학교 수학과 dokim@hanyang.ac.kr 

19 김동호 연세대학교 학부대학교학 dhkimm@yonsei.ac.kr 

20 김동환 KAIST 수리과학과 donghwankim@kaist.ac.kr 

21 김래영 영남대학교 수학과 rykim@ynu.ac.kr 

22 김미영 인하대학교 수학과 mikim@inha.ac.kr 

23 김민중 국가수리과학연구소 mjgim@nims.re.kr 

24 김석찬 창원대학교 수학과 sckim@changwon.ac.kr 

25 김승일 경희대학교 수학과 sikim@khu.ac.kr 

26 김승조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sjkim@snu.ac.kr 

27 김양진 건국대학교 수학과 ahyouhappy@gmail.com 

28 김영삼 중앙대학교 수학과 kimy@cau.ac.kr 

29 김완세 한양대학교 수학과 wanskim@hanyang.ac.kr 

30 김용정 KAIST 수리과학과 yongkim@kaist.ac.kr 

31 김유라 울산대학교 수학과 yrkim@ulsan.ac.kr 

32 김윤호 UNIST 수리과학과 yunhokim@unist.ac.kr 

33 김재경 KAIST 수리과학과 jaekkim@kaist.ac.kr 

34 김제림 서울시립대 수학과 jerimkim@uos.ac.kr 

35 김종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chongam@snu.ac.kr 

36 김준석 고려대학교 수학과 cfdkim@korea.ac.kr 

37 김태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taewan@snu.ac.kr 



38 김하진 아주대학교 정보및컴퓨터공학과부 hjkimn@ajou.ac.kr 

39 김현민 부산대학교 수학과 hyunmin@pusan.ac.kr 

40 김형석 동의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hskim@deu.ac.kr 

41 김혜현 경희대학교 응용수학과 hhkim@khu.ac.kr 

42 김홍오 KAIST 응용수학과 hkim@amath.kaist.ac.kr 

43 나정웅 KAIST 전기전자공학과 rawoong@ee.kaist.ac.kr 

44 박영원 에스이테크놀로지 ywpark@ajou.ac.kr 

45 박원광 국민대학교 수학과 parkwk@kookmin.ac.kr 

46 박은재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ejpark@yonsei.ac.kr 

47 박은희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eh.park@kangwon.ac.kr 

48 박준표 UNIST 수리과학과 junpyopark80@gmail.com 

49 박형석 국가수리과학연구소 hspark@nims.re.kr 

50 배형옥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 hobae@ajou.ac.kr 

51 부선영 홍익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syboo@hongik.ac.kr 

52 손성익 강릉대학교 수학과 sohnsi@gwnu.ac.kr 

53 신동욱 국가수리과학연구소 d_shin@yonsei.ac.kr 

54 신병춘 전남대학교 수학과 bcshin@jnu.ac.kr 

55 신상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ssjoon@snu.ac.kr 

56 신재민 충북대학교 수학과  jmshin20@chungbuk.ac.kr 

57 신재민 한밭대학교 기초과학부 jaemin.shin@hanbat.ac.kr 

58 안영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ahn@chosun.ac.kr 

59 안치영 국가수리과학연구소 chiyoung@nims.re.kr 

60 안형택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htahn@ulsan.ac.kr 

61 양민석 연세대학교 수학과 m.yang@yonsei.ac.kr 

62 양효선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hyoseon1989@gmail.com 

63 엄상일 KAIST 수리과학과 sangil@kaist.ac.kr 

64 우영호 국가수리과학연구소 youngw@nims.re.kr 

65 우현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문리HRD학부 hyenkyun@koreatech.ac.kr 

66 유동원 중앙대학교 수학과 dwyu@cau.ac.kr 

67 유호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rememory@snu.ac.kr 

68 윤상운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학과 yswmathedu@skku.edu 

69 윤정호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yoon@ewha.ac.kr 

70 윤지훈 부산대학교 수학과 yssci99@pusan.ac.kr 

71 이경훈 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aeronova@pusan.ac.kr 

72 이관중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kjyee@snu.ac.kr 

73 이광연 한서대학교 수학과 gylee@hanseo.ac.kr 

74 이병준 카톨릭대학교 수학과 blee@catholic.ac.kr 

75 이석민 홍익대학교 교양학부 thesmlee@gmail.com 

76 이성연 KAIST 수리과학과 lsynl@kaist.ac.kr 

77 이승규 경상대학교 수학과 sglee@gnu.ac.kr 

78 이어진 경희대학교 우주탐사학과 oj2bis@naver.com 

79 이연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수학과 leeyeonju08@korea.ac.kr 

80 이완호 국가수리과학연구소 wlee@nims.re.kr 

81 이용훈 전북대학교 수학과 lyh229@jbnu.ac.kr 

82 이용훈 부산대학교 수학과 yhlee@pusan.ac.kr 

83 이은정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eunjunglee@yonsei.ac.kr 

84 이종걸 건국대학교 수학과 jg4.lee@gmail.com 



85 이종우 광운대학교 수학과 jlee@kwangwoon.ac.kr 

86 이준엽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jyllee@ewha.ac.kr 

87 이지현 연세대학교 수학과 ezhyun@yonsei.ac.kr 

88 이지훈 중앙대학교 수학과 jhleepde@cau.ac.kr 

89 이창옥 KAIST 수리과학과 colee@kaist.edu 

90 이창형 UNIST 수리과학과 chlee@unist.ac.kr 

91 이현근 광운대학교 수학과 leeh1@kw.ac.kr 

92 이현대 인하대학교 수학과 hdlee@inha.ac.kr 

93 이형천 아주대학교 수학과 hclee@ajou.ac.kr 

94 장봉수 UNIST 수리과학과 bsjang@unist.ac.kr 

95 전기완 국가수리과학연구소 Jeonkiwan@nims.re.kr 

96 전수민 KAIST 자연과학연구소 soomin.jeon88@gmail.com 

97 전영목 아주대학교 수학과 yjeon@ajou.ac.kr 

98 정다래 고려대학교 수학과 tinayoyo@kangwon.ac.kr 

99 정미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수학과 mjung@hufs.ac.kr 

100 정윤모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yoonmojung@skku.edu 

101 정은옥 건국대학교 수학과 eunokjung@gmail.com 

102 정일효 부산대학교 수학과 ilhjung@pusan.ac.kr 

103 조경미 동서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전공 gcho@dongseo.ac.kr 

104 조기필 부산대학교학교 산업수학센터 giphil@pusan.ac.kr 

105 조덕빈 동국대학교 수학과 durkbin@dongguk.edu 

106 조진연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cjy@inha.ac.kr 

107 조진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chof@nims.re.kr 

108 조해성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wy.shin@yonsei.ac.kr 

109 진범자 목포대학교 수학교육과 bumjajin@mokpo.ac.kr 

110 최민석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mchoi@postech.ac.kr 

111 최선화 국립 암센터 ssunhwa.choi@gmail.com 

112 최영우 아주대학교 수학과 youngwoo@ajou.ac.kr 

113 최정일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jic@yonsei.ac.kr 

114 최하영 경북대학교 수학과 hayoung79choi@gmail.com 

115 최형인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hichoi@math.snu.ac.kr 

116 표재홍 강원대학교 수리정보학부 jhpyo@kangwon.ac.kr 

117 하태영 국가수리과학연구소 tha@nims.re.kr 

118 한강진 DGIST 융복합대학 기초학부 kjhan@dgist.ac.kr 

119 현윤경 국가수리과학연구소 hyon@nims.re.kr 

120 황강욱 KAIST 수리과학과 guhwang@kaist.edu 

121 황운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응용수학과 woonjae@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