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회 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참가자 명단
대학명(영문) 대학명(국문) 지도교수 팀명 팀원명

Ajou University 아주대학교 오상윤
소프트웨어학과

DID_YOU_TEST_N=1? 한만영
DID_YOU_TEST_N=1? 홍준표
DID_YOU_TEST_N=1? 김현정
3M 편경민
3M 이주명
3M 손재만
GajouA 서병찬
GajouA 김광호
GajouA 하주헌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부산외국어대학교

유영중
컴퓨터소프트웨어

학부

BUFS_I412 이화섭
BUFS_I412 이인호
BUFS_I412 김태훈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김종익

컴퓨터공학부

DROP_TABLE_participant 이영현
DROP_TABLE_participant 김정환
DROP_TABLE_participant 김은석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학교 함동한

산업공학과

1q2w3e4r!@ 이창훈
1q2w3e4r!@ 김송현
1q2w3e4r!@ 박선준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춘천교육대학교 박영기

컴퓨터교육과

N_susang 이재진
N_susang 최흥수
N_susang 전두희

Chung-Ang 
University 중앙대학교 이재성

소프트웨어학부

ZzikMukMan 나종우
ZzikMukMan 김남웅
ZzikMukMan 김정민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서영훈

컴퓨터공학과

IPSEJU 고경표
IPSEJU 최시영
IPSEJU 변재혁

Daegu Gyungboo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두석
기초학부

VISSLLE 김정균
VISSLLE 김도연
VISSLLE 김은총

Dong-A University 동아대학교 양선
컴퓨터공학과

Doby_Neun_GongZZa 이상호
Doby_Neun_GongZZa 김원종
Doby_Neun_GongZZa 김태홍

Dong-Eui 
University 동의대학교 김진덕

컴퓨터공학과

DamdadiX3Dam 김기담
DamdadiX3Dam 최은우
DamdadiX3Dam 임철균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성연식

멀티미디어공학과

krakenChoi 이다정
krakenChoi 이규민
krakenChoi 문정훈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오유란

컴퓨터공학과

HOGUS 박소연
HOGUS 신유진
HOGUS 배소연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광주과학기술원

최종현
전기전자컴퓨터공

학부

icpc_noloenagam 강동민
icpc_noloenagam 남진우
icpc_noloenagam 구자빈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경상대학교 남영호

컴퓨터과학과

TalZu 구선홍
TalZu 김대들
TalZu 배진우

Handong Global 
University 한동대학교 홍신

전산전자공학부

weloveYK 김대우
weloveYK 하진주

weloveYK 유예찬



CampusCpp 서영택
CampusCpp 권준범
CampusCpp 강세희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손기락
컴퓨터·전자시스템

공학부

loveryan 이형준
loveryan 김하영
loveryan 조성권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김성동
컴퓨터공학부

SingleCorn_Plz 김덕환
SingleCorn_Plz 조용훈
SingleCorn_Plz 구현우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박희진

컴퓨터소프트웨어
학부

AlCoHol 이준호
AlCoHol 김지훈
AlCoHol 성창호
CheongJeongSu 정태현
CheongJeongSu 허재석
CheongJeongSu 노주찬
FailedSystemTest 최기원
FailedSystemTest 이세율
FailedSystemTest 정두진

Hanyang University 
ERICA Campus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이우석
소프트웨어학부

fromis_yechan 안예지
fromis_yechan 이효원
fromis_yechan 황예찬

Hongik University 홍익대학교 배성일
컴퓨터공학과

bye-arc 김형석
bye-arc 김민균
bye-arc 유지혁

Inha University 인하대학교 심정섭
컴퓨터정보공학부

8 solve 최진일
8 solve 전현용
8 solve 허규정
INPISA 이은식
INPISA 황지수
INPISA 박상일
Hojoonaldo 박정률
Hojoonaldo 박철용
Hojoonaldo 김현진

Inje University 인제대학교 김영석
Algorithm_INJEction 안현준
Algorithm_INJEction 강건
Algorithm_INJEction 김용균

KAIST 한국과학기술원 류석영
전산학부

Deobureo Minkyu Party 박수찬
Deobureo Minkyu Party 구재현
Deobureo Minkyu Party 조민규
Skies 원강황
Skies 당밍효
Skies 비에트 도

Sovetskiy Soyuz 벡자트 
틸렉바이

Sovetskiy Soyuz 테밀한 
지마노브

Sovetskiy Soyuz 무라트 
바크투르

That Incident 박정민
That Incident 최재민
That Incident 신재웅
Kkeujeok_Kkeujeok 윤형신
Kkeujeok_Kkeujeok 황동욱

Kkeujeok_Kkeujeok 위재원



Ajou Strong Team 백인규
Ajou Strong Team 박민솔
Ajou Strong Team 김동규
CMP 유재민
CMP 조영인
CMP 고지훈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학교 임현승

컴퓨터학부

aibo!!! 신형섭
aibo!!! 김민규
aibo!!! 나재흠

Konkuk University 건국대학교 김강일
컴퓨터공학과

TeamEleven 조현근
TeamEleven 최원경
TeamEleven 고길재

Kookmin University 국민대학교 임은진
컴퓨터공학부

RonaldoMariChicken 이진우
RonaldoMariChicken 김영재
RonaldoMariChicken 위광진
SuperRookie 장병준
SuperRookie 박정현
SuperRookie 이시현

Korea Aerospace 
University 한국항공대학교 이인복

컴퓨터정보공학

choolbal_dream 고관우
choolbal_dream 황성호
choolbal_dream 신태민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정익래
정보보호대학원

GoInMulDaeGoSipDa 안수빈
GoInMulDaeGoSipDa 강인구
GoInMulDaeGoSipDa 이상헌

박성빈
컴퓨터교육과

RamenMeokGoGalRe 김태양
RamenMeokGoGalRe 김영훈
RamenMeokGoGalRe 김자현

정익래
정보보호대학원

-----CENSORED----- 김도재
-----CENSORED----- 이정진
-----CENSORED----- 김주환
Teeeeeeeeeeeeemo needs blue 
buff 최민제

Teeeeeeeeeeeeemo needs blue 
buff 손민철

Teeeeeeeeeeeeemo needs blue 
buff 김제형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상진

컴퓨터공학과

Dijkstra 윤대승
Dijkstra 차승훈
Dijkstra 정종우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금오공과대학교 윤현주
컴퓨터공학과

S.A.T. 정재숭
S.A.T. 이승진
S.A.T. 성주욱

Kyonggi University 경기대학교 김희율
융합과학대학

culbalculbalcucubal 주한솔
culbalculbalcucubal 김동진
culbalculbalcucubal 장윤상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이영구

컴퓨터공학과

break 강수빈
break 구세영
break 이규태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서영균

컴퓨터학부

1gunpil2mipil 전형록
1gunpil2mipil 전현승
1gunpil2mipil 김성현

Kyungsung 
University 경성대학교 홍석희

소프트웨어학과

A.I LAB 정순우
A.I LAB 김재하
A.I LAB 진상훈

MyongJi University 명지대학교 홍석원 dddddddddding ji  class 정준영



컴퓨터공학과
dddddddddding ji class 정호윤
dddddddddding ji class 안지훈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포항공과대학교 한욱신

창의IT융합공학과

CYaRon! 송문경
CYaRon! 임병찬
CYaRon! 곽성재
GapBoonDding 오창훈
GapBoonDding 명성현
GapBoonDding 정윤우
hihihoho 유동준
hihihoho 박한빛
hihihoho 이건규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윤성대

컴퓨터공학과

hmm 강형석
hmm 이현영
hmm 최홍범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이도훈

정보컴퓨터공학부

algoshipda 장원준
algoshipda 박상운
algoshipda 이언석

Sangmyung 
University 상명대학교 민경하

컴퓨터과학과

LeeJaKeonJoo 유이경
LeeJaKeonJoo 박찬웅
LeeJaKeonJoo 강성용

Sejong University 세종대학교 김해광
컴퓨터공학과

naive_brains 이준근
naive_brains 김명기
naive_brains 김윤우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염헌영

컴퓨터공학부

gksghk dntmd 오선재
gksghk dntmd 유가온
gksghk dntmd 김도현
0016789 박상혁
0016789 심유근
0016789 김영현
pretty_little_tlwpdus 정재윤
pretty_little_tlwpdus 시제연
pretty_little_tlwpdus 구준서
789 김동현
789 신승원
789 김현수
JJJ 윤지학
JJJ 김종범
JJJ 이재범
Black Cow 조승현
Black Cow 박상수
Black Cow 김진표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지형
컴퓨터공학과

Tools_BusDriver_Hongza 안홍현
Tools_BusDriver_Hongza 김효근
Tools_BusDriver_Hongza 김연수
I Love Mr.Park Hang Seo 응웬민뚜
I Love Mr.Park Hang Seo 강수한
I Love Mr.Park Hang Seo 트렁반

Sogang University 서강대학교 김영재
컴퓨터공학과

Hodadak 윤기영

Hodadak 손정연

Hodadak 정진욱

no team name 이준석

no team name 최지원



no team name 최윤영
Minsu_go_Army 전민수
Minsu_go_Army 엄태경
Minsu_go_Army 이용욱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숙명여자대학교 이상규
컴퓨터공학부

1sikyeojo 이해리
1sikyeojo 신혜지
1sikyeojo 이가연

Soongsil University 숭실대학교 나현숙
컴퓨터학부

cat>/dev/null 조민석
cat>/dev/null 김도현
cat>/dev/null 정에녹
wookje_and_bros 권욱제
wookje_and_bros 조경완
wookje_and_bros 지영섭
Graduation Gazua!!! 이효빈
Graduation Gazua!!! 서영선
Graduation Gazua!!! 남영우

SungKyun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김형식
소프트웨어대학

ANgrySOLver 안우솔
ANgrySOLver 김지혜
ANgrySOLver 이영재

이진규
소프트웨어대학

0_o 김진녕
0_o 류호준
0_o 황선홍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가톨릭대학교 오재원

컴퓨터정보공학부

function park 이원찬
function park 박수환
function park 염나경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울산과학기술원 최재식
컴퓨터공학과

BAN 바얀 사이돌다

BAN 아리스탄 
칼리모프

BAN 눌세잇 
아브디몸

Babie 튜안 앵
Babie 도안 르엉
Babie 아우 레

MDMA 샤이크딘 
네자멧

MDMA 다니얄 
마미노프

MDMA 테미란 
아만겔딘

University of Seoul 서울시립대학교 황혜수
컴퓨터과학부

C4yourself 이호준
C4yourself 강민성
C4yourself 정예찬

Yeungnam 
University 영남대학교 서영석

컴퓨터공학과

BogoSolve 이승민
BogoSolve 변재성
BogoSolve 김종헌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안형찬
컴퓨터과학과

Unofficial_Boys 박범준
Unofficial_Boys 노윤철
Unofficial_Boys 김규상
Where_is_INSEOP 남현우
Where_is_INSEOP 황준호
Where_is_INSEOP 윤인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