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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 과정 이름 지도교수 취업현황

1 박사과정 송환준                                            이재길 NAVER

2 박사과정 윤수식                                            이재길 KAIST 안보융합연구원

3 석박사통합과정(박) 김유찬                                            셔핑숑(윤완철) 노타

4 석사과정 박철영                                            이의진 취업준비

5 석사과정 유형준                                            윤세영 삼성전자

6 석사과정 김민형                                            이의진 NHN

7 석사과정 김창환                                            윤세영 티맥스소프트

8 석사과정 선주호                                            이의진 야놀자

9 석사과정 이영준                                            이재길 KAIST KSE 박사과정 진학

10 석사과정 조혜민                                            장영재 취업준비

11 석사과정 Rafikatiwi Nur Pujiarti                           이문용 취업준비

2021년 2월 지식서비스공학 대학원 졸업생 진로현황

2021년 2월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대학원 졸업생 진로현황

넘버 과정 이름 지도교수 취업현황

1 박사과정 정태원                                            김희영 삼성 DS 메모리 사업부

2 박사과정 송경우                                            문일철 서울시립대

3 박사과정 지영준                                            이태억 삼성전자

4 박사과정 STEPHANE BARDE                                    신하용 상성전자

5 박사과정 류희창                                            신하용 삼성전자 (삼성 리서치)

6 박사과정 황설                                              장영재 다임리서치

7 석박사통합과정(박) 서기호                                            박성수 삼성전자

8 석박사통합과정(박) 이태경                                            이태억 삼성전자

9 석사과정 강상민                                            이태억 티맥스소프트

10 석사과정 최인수                                            김우창 KAIST ISysE 박사과정 진학

11 석사과정 김강민                                            장영재 Tmaxsoft

12 석사과정 김규석                                            문일철 뤼이드

13 석사과정 김석중                                            장영재 스마트레이더시스템

14 석사과정 김종협                                            윤세영 삼성전자

15 석사과정 김주현                                            김경국 KAIST ISysE 박사과정 진학

16 석사과정 김희재                                            이태식 KAIST ISysE 박사과정 진학

17 석사과정 나병후                                            문일철 KAIST ISysE 박사과정 진학

18 석사과정 박수민                                            김희영 SK하이닉스

19 석사과정 배상민                                            윤세영 KAIST AI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20 석사과정 배지석                                            신하용 티맥스 소프트

21 석사과정 송유림                                            이태식 삼성전자

22 석사과정 송치현                                            박진규 KAIST ISysE 박사과정 진학

23 석사과정 우제혁                                            서효원 티맥스AI

24 석사과정 이재혁                                            박진규 KAIST ISysE 박사과정 진학

25 석사과정 임효진                                            김우창 한국투자신탁운용

26 석사과정 장성욱                                            장영재 KAIST ISysE 박사과정 진학

27 석사과정 한창석                                            이재길 육군

28 석사과정 Tooba Binte Asif                                  이태식 미정

29 석사과정 Katherine Michelle Pena Santana                   셔핑숑 미정

30 석사과정 Wiske van Hezewijk                                셔핑숑 Ki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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