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보 자 인 적 사 항

후 보 자
성

명

(한글) 문 남 미

(전

(한자) 文 男 女靡

연락처

(영문) Moon, Nammee

생년월일

주

화) 041-540-5981

(휴대폰)
(이메일) mnm@hoseo.edu

1962년생 (만 58세)
(자

택)

(직

장)

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우 31499)

(근무처) 호서대학교 AI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소

속
(직

위) 교수
학력 및 주요 경력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1981.03.~1985.02)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1985.03.~1987.02)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1992.03.~1998.02)
[경력]
2008. 03 ~ 현재.

호서대학교 교수

2003. 03 ~ 2008. 02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2000. 03 ~ 2003. 02 이화여자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연구교수/정보통신연구소 부원장
1999. 03 ~ 2002. 02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조교수
조직경영 분야
1999. 03 ~ 2000. 01 이화여자대학원대학교 인터넷멀티미디어연구센터장
2003. 09 ~ 2008. 02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연구처장
2006. 03 ~ 2008. 02 서울시 이러닝사업단 단장
2002. 03 ~ 2017. 02 (사)차세대 이러닝기반센터 센터장
2014. 01 ~ 2015. 12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이사
2015. 01 ~ 2018. 12 (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2019. 08 ~ 2020. 01 호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단장 / 부총장 대우
2019. 08 ~ 2021. 01 호서대학교 AI융합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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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처리학회 활동
2003. 01 ~ 현재.

한국정보처리학회 종신회원

2007. 01 ~ 2014. 12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
2015. 01 ~ 현재.

한국정보처리학회 부회장

2015. 01 ~ 2018. 12 한국정보처리학회 여성위원회 회장
그 외, JIPS 편집위원, IT21 위원 및 학술대회 위원장 등을 역임함.
전문학회 분야
2000. 03 ~ 현재.

한국디지털콘텐츠 학회 이사

2003. 03 ~ 2004. 09 한국이러닝학회 회장
2005. 03 ~ 2020. 12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부회장
2007. 03 ~ 2014. 02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
2015. 03 ~ 현재.

한국정보처리학회 부회장

2016. 01 ~ 2018. 12 한국여성과학기술연합촉진연합회 이사
공공자문 분야
2003. 01 ~ 2003. 12 정보통신부 온디콘법 추진위원회 위원
2003. 01 ~ 2005. 01 행정자치부 정부혁신, 지방분권추진자문단
2003. 01 ~ 2005. 12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디지털콘텐츠분야 자문위원
2005. 01 ~ 2006. 01 문화관광부 문화정보화추진 분과위원회
2005. 01 ~ 2006. 12 한국산업기술재단 해외기술인력 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
2005. 01 ~ 2008. 12 TTA 데이터방송인증 위원회 위원
2005. 01 ~ 2008. 12 교육인적자원부 e-러닝 정책포럼 위원
2005. 01 ~ 2008. 12 행정자치부 정자정부 평가위원
2006. 03 ~ 2008. 12 국가정화보화평가위원회 위원
2011. 01 ~ 2018. 12 부산콘텐츠마켓 자문위원
2012. 01 ~ 2015. 12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센터 이사
2013. 01 ~ 2020. 08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2015. 01 ~ 2019. 12 충남창조경제협의회 위원
2016. 01 ~ 2018. 12 한국여성과학기술연합촉진연합회 이사
2017. 01 ~ 현재.

충남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

2017. 01 ~ 현재.

충청남도 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2019. 01 ~ 현재.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휘원회 위원

2019. 01 ~ 현재.

전파정책자문위원

국제협력 분야
2003. 03 ~ 2007. 12 MEPG SC29 표준화 국가대표
2004. 05 ~ 2004. 05 ADL. Co Lab 과 한국과 협약 체결위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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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문
- SCI 급 논문
⋅전공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총 30이상의 SCI급 논문 / 25편 이상
의 SCOPUS 논문 게재 / 다수의 국내 학진 등재 논문
⋅MPEG 21(“EVENT REPORTING SYSTEM AND METHOD FOR EVENT REPORTING”)에 관한 국제 특허 4건 획득
⋅국내 특허 6권 획득 및 기술 이전
⧠ 주요 저서
- 새로운 인공지능 1, 2, 3 저술 (2020년)
- AI와 컴퓨터사고력 저술(2002년)
- 멀티미디어 웹 프로그래밍 1
- C 프로그래밍 1 저술
⧠ 주요 상벌 사항
- 2003. 12 정보통신부 장관상
- 2004. 04 정보통신부 장관상
- 2009. 12 지식경제부 장관상
- 2010. 11 대한전자공학회 공로상
- 2011.

중견 개인 연구 우수과제상

- 2013.

FTRA AIM : Outstanding Service Award 대표

- 2014.

호서대학교 우수연구교원상

- 2018.

한국정보처리학회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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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보 자 출 마 소 견 서

존경하는 모든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문남미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권유와 저의 학회에 대한 애정
으로 부족한 제가 2022년 수석 부회장에 입후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003년 이후 한국정보처리학회 종신회원으로, 2007년부터 이사를 맡아 학회 운영에 함께
하였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춘계, 추
계학술대회를 비롯해 학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와 국내·외의 학술대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자들 간에 학술 교류와 산학 협력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저는 학회 회원님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그 동안의 학회 발전을 진일보할 수 있도
록, 모든 회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학술 교류의 장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신진연구
자 발굴과 산·한·연·관 협력 및 교류의 기반을 견고히 하여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
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회장님을 도와 부회장,
이사님, 그리고 회원님들과 함께 다음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
다.
- ICT, SW, AI 관련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의 입지와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짐
: 격변하는 국내외 관련 기술변화에 발맞춰 ICT, SW, AI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 신진 연구자 발굴과 산·한·연·관 체계 강화를 통한 산학 협력 학회 입지 제고
: 학회의 대내외 협력 및 위상을 강화하고, 학회의 대정부 협력을 강화하며, 학회의 산업체
/ 연구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회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신진연
구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 ON/OFF 하리브리드가 가능한 학회 운영 효율성 확립
: 코로나로 인하여 바뀌어진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대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ON/OFF 하리브리드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
는바, 다양한 행사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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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 등재 등 다양한 학술 연구의 적극적 지원 및 논문 발간 사업 강화
: 한국정보처리학회의 위상에 맞춰 다양한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논문 발간 사업을 강
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노력해 오신 학회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JIPS 논
문지를 SCI(E)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회 조직의 효율화와 연구회 활성화 및 지회 발전을 통한 학회 위상 제고
: 학회 사무국과 연구회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여러 건의 사항을 함께 토론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6대 도시 지회
와 유대 강화를 위하여 회장단의 지회 방문 등 지회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확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각종 내부 규정 정비와 회원중심 서비스
참가하고 싶은 학술 행사 만들기, 학술대회 국제화 및 국제 학술대회 협력 강화, R&D
참여 기회 확대, 가입하고 싶은 학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들에 대한 학술
활동 서비스가 최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회원 중심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회원의
학술 활동이 그 어느 것보다 먼저 하므로, 회원들의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정보처리학회는 대한민국 정보처리 및 ICT, SW, AI 분야를 이끌어
오는 역사와 전통을 갖은 학회입니다. 모든 전임 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여기
까지 발전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어린 질책과 가르침을 받들어 거듭 도약하는 학회
로 지속 발전하는 자랑스런 학술 단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