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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메이저러너｣ 프로그램 선발 결과 공고

학습공동체 및 멘토링 활동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강원대학교 5대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2022학년도 2학기 ｢메이저러너｣ 프로그램의

선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

 선정결과(팀장이름 가나다순)

◆ 전공학습 동아리

구분 팀명 팀장이름 팀장학과
참여인원
(팀장포함)

지도교수

1 임무완수 강경빈 화학과 5 임주현

2 오감자 강민아 농업자원경제학전공 5 김종화

3 la nuit étoilée (별이 빛나는 밤) 강병훈 불어불문학전공 7 이선희

4 문턱전압 강선규 전자공학과 6 최경

5 생물의약공주 고다연 의생명공학전공 5 정연호

6 호시탐탐 권민 시스템면역과학전공 5 차병현

7 주민(Zoom in) 권오현 지질학전공 6 권기덕

8 방사 적소성대 김다빈 방사선학과 5 소운영

9 대기어벤져스 김두혁 에코환경과학전공 5 한영지

10 산업역군 김상현 전자정보통신공학 5 김현준

11 B.E.T. (Becoming English 
Teacher) 김서연 영어교육과 5 장재학

12 Life saver(라이프 세이버) 김서진 응급구조학과 5 최미영

13 유기화학상담소 김수겸 화학과 6 이원철

14 더러브렛 김슬기 동물자원과학과 5 신종서

15 TSC 스터디 김승예 중어중문학전공 5 송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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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팀명 팀장이름 팀장학과
참여인원
(팀장포함)

지도교수

16 용뱀말 김이안 재난관리공학전공 6 백민호

17 강원지역문화연구회 김이욱 문화인류학과 10 김세건

18 오티모티 김재헌 작업치료학과 6 송보경

19 KYOKAK 김제성 영어교육과 5 이유진

20 숨소리 김종현 전기공학전공 12 최세용

21 GSC(Geological Study Club) 김준우 지질학전공 12 홍종선

22 파이썬 투게더 김지환 에코환경과학전공 8 홍은미

23 낭만탐험대 김태현 AI소프트웨어학과 5 홍종성

24 해부학동아리-MASS 김현중 물리치료학과 13 남궁 승

25 라온제나 노유나 유아교육과 13 배율미

26 Texture 노  을 생활조형디자인학과 5 임혜숙

27 덴탈리어 (Dentalier) 노희정 치위생학과 5 김혜영

28 Weccp 문영빈 동물산업융합학과 5 채창훈

29 자격증주시조 문채림 회계학전공 5 마희영

30 에이쁠 주시조 박서연 간호학과 5 이명남

31 국시가보자고 박소현 치위생학과 5 남설희

32 Teeth28 박은결 치위생학과 6 남설희

33 No.6 박진섭 물리치료학과 6 노효련

34 시나브로 배승훈 의생명공학전공 5 이득찬

35 한빛 백지원 가정교육과 5 한 주

36 덕이랑 유기랑 서승덕 화학과 9 안덕근

37 일석이조 송도현 동물응용과학과 6 장애라

38 생태복원 다 돌려놔 신지연 생태조경디자인학과 5 최윤의

39 BSB 신하윤 신문방송학과 20 박민아

40 BEAST 안수민 지역경제전공 5 정은희

41 곰두리와 공돌이 안정인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12 모창연

42 물막국시 안혜인 물리치료학과 5 노효련

43 SS팀(Simulation Start) 양하은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 5 남주석

44 Electron-Hole Pair 엄태훈 전자공학전공 5 김현준

45 여긴 어디조 오민식 간호학과 5 이영미

46 대박전문 원윤아 문화인류학과 13 권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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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팀명 팀장이름 팀장학과
참여인원
(팀장포함)

지도교수

47 답사동아리 길 윤소윤 지리교육과 17 정해용

48 Be Master of the Study (BMS) 이근원 분자생명과학과 5 전계택

49 치카치카 이수진 치위생학과 7 박희정

50 B.M.D (Brainstorming Made 
Dynamic) 이예린 건축공학전공 5 김형기

51 경제학 Book Club 이요셉 지역경제전공 5 정은희

52 페렙(petroleum lab) 이용석 에너지자원융합공학전공 6 장호창

53 3공화공 이용석 에너지화학공학전공 5 권병완

54 우림(林) 이유정 산림경영학전공 5 박진우

55 Flawless (플로리스) 이은섭 연극영화학과 5 오호준

56 고고학 탐구 동아리 이재훈 사학과 8 김규운

57 주형이와 아이들 이주형 의생명공학전공 6 임대진

58 전기 Talk  Learn 장재영 전기공학전공 19 배인수

59 뉴웨이브 장철호 신문방송학과 10 이상규

60 예그리나 정다운 치위생학과 5 정미애

61 슬기로운 수의대생활 정서현 수의학과 6 윤병일

62 초지일관(初志一貫) 정석훈 동물자원과학과 5 송영한

63 빅스비 정성훈 동물응용과학과 6 이성진

64 Feed.Baek 정원석 방사선학과 6 백철하

65 LG화공 3기 정준희 에너지화학공학전공 5 권병완

66 HM (herbal medicine) 정지민 생약자원개발학과 5 임정대

67 수터디 정지영 수의예과 5 윤장혁

68 Warm up 조예진 레저스포츠학과 7 김정규

69 무역지인 조하늘 국제무역학과 18 김태인

70 화학케미 조현미 화학전공 5 이필호

71 SF탐사대 최서람 간호학과 11 김상돌

72 한문 설명부 최승룡 한문교육과 14 안세현

73 옹심이 최유진 회계학전공 5 기은선

74 인수인계 최인수 행정학과 5 김경환

75 100CM 추경식 방사선학과 6 한만석

76 싸이플(psypl) 한수정 심리학전공 17 정은경

77 To Nursing Top 한지솔 간호학과 6 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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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팀명 팀장이름 팀장학과
참여인원
(팀장포함)

지도교수

78 예측대결 한호상 에너지자원융합공학전공 5 서장원

79 한감부 허누리 한문교육과 10 이국진

80 정외어셈블 홍예빈 정치외교학과 5 정구연



5/9

◆ 프로젝트 동아리

구분 팀명 팀장이름 팀장학과
참여인원
(팀장포함)

지도교수

1 ATTO 강민규 전자공학과 5 김정범

2 동공조 고다솔 동물산업융합학과 3 라창식

3 Clean Coal 프로젝트 고승모 에너지자원융합공학과 4 장호창

4 별이 다섯 개 (FIVE STARS) 김도연 국제무역학과 5 김태인

5 STATISTICS 김동욱 정보통계학과 3 이승수

6 편돌이 김영준 정보통신공학전공 3 박상욱

7 크로스 김재은 연극영화학과 3 안창경

8 GO WITH 김재희 동물응용과학과 3 장애라

9 달걀 김진우 생명과학과 3 정연호

10 릴감자 김현석 화학공학전공 5 엄한돈

11 ICL 김현지 화학교육전공 6 강영진

12 당신의 시선 남궁진수 연극영화 5 오호준

13 세빛너울 도가영 관광경영학과 3 김영국

14 CIE-HMM 류경렬 제어계측공학전공 5 권보규

15 317-1호 투숙객 박수혁 화학공학과 6 엄한돈

16 찰나의 순간 박원훈 식품영양학과 3 박용숙

17 원더풀(1 THE FULL) 박인화 국제무역학과 4 박세현

18 견으로 박정민 동물자원과학과 7 김경태

19 도담도담 박준혁 식품생명공학과 5 김명동

20 PS 백송이 화학공학과 4 엄한돈

21 예그리나 백우진 치위생학과 5 정미애

22 블루베리 백인찬 건축학과 3 문양세

23 RPM 선명규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17 박용재

24 LABakery 손다연 식품영양학 6 서정희

25 안동김 안지순 동물응용과학과 3 이상희

26 선샤인 안찬헌 전자공학전공 3 오승원

27 식영의 품격 양예린 식품영양학과 7 김미자

28 07월 24일 유환 국제무역학과 5 박세현

29 아침에 반갑다고 보보보 이동원 토목공학전공 4 김승원

30 레디1234 이수정 방사선학과 5 백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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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팀명 팀장이름 팀장학과
참여인원
(팀장포함)

지도교수

31 ACE 이수진 과학교육학부 6 강영진

32 Zebra Point 이은혜 의생명과학과 4 기윤

33 AF(Animation Frame) 이주영 영상문화학과 10 박기복

34 STEP 이준일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3 유혜정

35 포춘쿠키 이지안 정치외교학과 6 문상석

36 She 이충현 에너지자원융합공학과 6 김성민

37 얼음땡 이하영 동물자원과학과 3 박춘근

38 어디 GO 이희종 소프트웨어미디어융합전공 3 황득영

39 월드콘세계적인 콘크리트 임다민 토목공학전공 3 김재현

40 아우토반 임천일 기계의용공학전공 7 하호진

41 방방곡곡 임형빈 관광학과 5 허중욱

42 보아 장서윤 작업치료학과 5 송보경

43 BIO써클 정호선 분자생명과학과 5 서수련

44 라탐시 조정하 동물응용과학과 3 이상희

45 Design Thinking Lab 지민섭 멀티디자인학과 20 홍상희

46 H2Station 최교익 에너지자원융합공학 3 서장원

47 BALA 최민준 경영학과 7 김명수

48 폴라리스(4LAris)_ver2.0 최성경 조경학과 4 최윤의

49 금빛락시엘 최영락 전자공학과 5 최경

50 OCEANS 8 최예지 화학공학전공 4 이봉섭

51 SIFRCCON 하동수 토목건설공학과 3 박철우

52 P.T.R 홍성현 물리치료학과 3 노효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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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재입학 멘토링

구분 팀명 팀장이름 팀장학과
참여인원
(팀장포함)

지도교수

1 나침반곽 곽수정 전자공학과 4 최 경

2 블랙펑크 권수정 응급구조학과 4 이현지

3 예그리나 권여경 치위생학과 5 정미애

4 잭팟조 권태건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7 이주경

5 방실방심 김가희 방사선학과 7 한만석

6 레벨업 프로젝트 김대현 식물자원응용과학과 7 이주경

7 삼황오제 김미라 사학전공 4 김대기

8 따가워it 김민수 전기전자공학과 4 김기택

9 포레스터(FORESTER) 김민주 연극영화학과 4 오호준

10 밀푀유 나베 김민태 방사선학과 6 김태형

11 Seize The Major 김찬겸 지역건설공학과 5 김종건

12 Semi Engineer 김태환 기계설계공학과 4 김성범

13 바이오작교 김현지 의생명공학전공 4 이태진

14 이문회우 나효민 방사선학과 6 김태형

15 기승전자 박성민 전자공학과 4 김정범

16 너혼아(너희들과 함께라면 
혼자가 아니야) 서청하 관광경영학과 10 지윤호

17 애솔12 늘해랑 신민철 사회복지학과 6 백학영

18 Scheme 신수진 화학교육전공 8 강영진

19 칸토르 신승윤 수학교육과 7 이유진

20 애솔 11 누리봄 유서영 사회복지학과 6 백학영

21 Study Of Occupational 
Therapy 이성호 작업치료학과 5 장종식

22 꿈두리 멘토링 이수현 중어중문학전공 5 이보경

23 진동(진로를 향한 동행) 이승헌 동물자원과학과 5 박병기

24 AFM 이승현 소프트웨어미디어융합전공 4 박은희

25 Apfel 이예은 독어독문학전공 6 김유동

26 열려라 선후배 마음 톡톡 이원준 유아교육과 7 김남희

27 덴탈스터디(Dental study) 이체영 치위생학과 3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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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팀명 팀장이름 팀장학과
참여인원
(팀장포함)

지도교수

28 내가하잖아 이현호 전자공학과 4 이승준

29 리멤버 장준호 공공행정학과 4 강지선

30 해부생리학 기초 전상준 물리치료학과 6 남궁 승

31 Focus on 생약 전유나 생약자원개발학과 4 백종섭

32 2321(스물셋스물하나) 전혁주 경영학전공 4 이주용

33 꿀돼지 정민엽 동물산업융합학과 4 라창식

34 만렙뉴비 정윤선 방사선학과 4 백철하

35 Chemistry For People (C.F.P) 정진규 과학교육학부 7 강영진

36 고고학 새내기 진미현 사학전공 10 김규운

37 최강전자 최다원 전자공학과 5 조현종

38 최강 전기전자 최원정 전기전자공학과 3 김상훈

39 OTP(Occupational Therapist 
of Passion) 홍기범 작업치료학과 5 송보경

40 EEE(Ethics Education Effect) 홍두원 윤리교육과 11 박보람

41 간담상조 홍은서 간호학과 4 홍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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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내용

〇 선정공고 :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발송, 팀장 개별연락(SMS)

〇 활동안내 : 스마트캠퍼스 e-루리를 통해 공지

- e-루리 입장 및 승인 방법 : 일괄등록

구분 팀명 팀장이름 팀장학과
참여인원
(팀장포함)

지도교수

1 백령의전사들 권홍주 수의학과 3 박정호

2 Baum 김동연 독어독문학과 3 이재민

3 RETURN 김상엽 전자공학과 3 고갑석

4 식자 편순이 김유진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3 성은수

5 JOY 김지연 생태조경디자인학과 3 조현길

6 누벨(nouvelle) 김찬영 불어불문학과 4 오보배

7 파파 박제현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3 하진영

8 이방인들 신준경 식품생명공학과 5 조성준

9 온새미로 안정현 영어교육과 3 김대중

10 호미 괭이 낫 삽 이다영 원예과학과 4 강호민

11 Electric Flavor 이상민 전기공학전공 4 김동민

12 간호 이재원 간호학과 3 최문기

13 Sophia 임은찬 철학전공 6 유성선

14 편돌이 임정무 수의학과 4 정배동

15 Ground State 차정혁 물리학과 3 이현복

16 데이터를 구조 최나연 AI소프트웨어학과 4 이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