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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 University 아주대학교
오상윤

(소프트웨어학과)
LEFTOVER_CHICKEN 심지수 주진형 김현빈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학교
임형석

(인공지능학부)
SpinningDove 정영도 이윤수 고민규

Chung-Ang University 중앙대학교
이형태

(소프트웨어학부)
HeukseokZZANG 송하빈 김동찬 김도현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신재혁

(SW중심대학사업단)
cbnuSW1 이혁수 이상윤 송지운

Daegu Gyungboo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신동훈

(정보통신융합전공)
SudaL 노지훈 채척 우은규

Dong-Eui University 동의대학교
최병윤

(컴퓨터공학과)
DEUCoKE 강기석 오진서 추용혁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오유란

(컴퓨터공학과)
GongGongs 하윤지 노하은 문예지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광주과학기술원
이현주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codingMinsu 이종명 김성수 송혜근

Hallym University 한림대학교
이정

(소프트웨어학부)
J_4 김준호 이민주 김지호

Handong Global University 한동대학교
홍신

(전산전자공학부)
2c1s 이찬효 정지훈 안현재

WooSeungHanDae 최준익 이재환 구재원

OReO 이성현 김준서 신용명

HaHaHoHo 이재명 김준호 노주찬

PuBG 김해울 임세훈 권예준

Improvised Team 최재훈 한재연 신현

Hanyang University ERICA Campus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이은주

(스마트융합공학부)
NoMoAllSolveeee 김현수 이준호 장성혁

Inha University 인하대학교
김영호

(컴퓨터공학과)
Hi-Talk 김경태 정상준 박성욱

정진홍

(컴퓨터공학부)
2 3 5 8 14 이정현 정우경 최인혁

2021 정성문 표지호 최다은

TalkToMeGoose 신명수 최우석 김지성

BabyPenguin 이종영 최은수 안지민

Freshquery and men 김지훈 장근영 장보규

MunSongSong Eggdrop 문홍윤 송은하 송준혁

BitKOIn 최지원 이온조 이채준

NuKarlHyup 최유빈 구경모 이서현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학교
고상기

(컴퓨터공학과)
GAMJA_is_banned 이윤호 이창섭 백인찬

Konkuk University 건국대학교
김성렬

(컴퓨터공학부)
Ilgam Rangers 김명기 이동훈 이승엽

FastIO 최호경 한창훈 김태우

Taste Why Frame v3 손강민 윤상건 서형빈

alphaka 주감동 김유진 이상래

Mozalla Firefly 오정규 윤여민 박윤재

Korea Maritime University 한국해양대학교
장길웅

(데이터정보학과)
kmouTeam 이인우 정태훈 정현준

LaSt Chance 강인구 최준석 이창수

I hate PS 김태훈 김남일 노세윤

SSM_Trio 강근호 강유민 김주원

윤지원

(정보보호대학원)
EasyPeasy 최현제 김동우 김재우

이재훈

(컴퓨터학과)
SIGSEGV 이종우 주현철 황대연

WA oN tEsT 287 김승환 송민철 손원준

fossilFossil 노현욱 홍진섭 김용재

Last Dance 김태오 곽병민 황성연

Honey_combo 김운경 유승근 오세헌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서영균

(컴퓨터학부)
samsong 손상호 강건구 오민혁

Kyungsung University 경성대학교
홍석희

(소프트웨어학과)
Yummy 장홍준 최한준 박은지

000102 장래오 정윤성 김범수

CRYPKlNG 권찬우 우동엽 이원기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이도훈

(정보컴퓨터공학부)
PNUisNotUniv 황유성 최범주 조병우

Sejong University 세종대학교
나중채

(컴퓨터공학과)
10,000 won 한정환 김주환 채진우

NewTrend 정현서 박재민 최서현

HappyLastDance 안정현 이하린 김동현

C14H9Cl5 김세빈 이민제 윤교준

nangman 박종훈 박재온 신승원

DAEYOUNG1020304 신기준 노현서 조상렬

kopagi 조승한 고동현 임유진

DPS 전민수 이준석 김동건

Last Coin 박재형 채성우 강효규

SpartaMequeClub 정호연 김정모 조성훈

JaePiLee 한상필 이선호 이재혁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숙명여자대학교
창병모

(소프트웨어학부)
CYK_000102 최예헌 길수민 윤예슬

NLP 박찬솔 나정휘 이성서

yangsungjun 정종인 양성준 박민규

graduate_sikyojo 권욱제 조민석 강민석

BeginnerNTree 조문성 강준형 김민규

SungKyul University 성결대학교
임상순

(컴퓨터공학과)
SKUPC 주정현 최정용 이준희

Undergoose 안우솔 류호준 오해성

ooOuOoo 조우림 조성현 박세훈

eungae_na_aga_coder 신정환 김진녕 임형진

AC for Al-Chon 오준원 김호연 신재원

CatPunch 임화섭 모현 정륜수

ZZINMAK 김혜수 김대희 박건영

SIN42 Mansur Mukimbekov Adilet Zauytkhan Adil Sultanov

GreenBelt 박원 김민서 김준범

TARIRARI Alisher Karim Almas Abilkhanov Kaiyrly Mukhametkarim

University of Seoul 서울시립대학교
황혜수

(컴퓨터과학부)
Unpoweredgee 전예준 정상윤 오규민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안형찬

(컴퓨터과학과)
Search LKY on BOJ 김종민 김건우 정기웅

Yonsei University Wonju Campus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고요한

(소프트웨어학부)
For Glory Ones 인예본 이정우 전유나

제22회 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참가자 명단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박희진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KAIST 한국과학기술원
류석영

(전산학부)

전북대학교Jeonbuk National University

Kookmin University 국민대학교
최준수

(소프트웨어융합대학)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이재훈

(컴퓨터학과)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이영구

(컴퓨터공학과)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포항공과대학교
한욱신

(창의IT융합공학과)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강대학교Sogang University

숭실대학교Soongsil University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울산과학기술원
문현곤

(컴퓨터공학과)

송현제

(IT정보공학과)

오재원

(컴퓨터정보공학부)

김태현

(컴퓨터공학부)

소정민

(컴퓨터공학과)

조재민

(인공지능융합학과)

김철홍

(컴퓨터학부)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가톨릭대학교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서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