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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황 종 성 (黃鍾性 / HWANG, Jong-Sung) 

현       직: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학력 

1987      -  1994.2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1985      -  1987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1981      -  1985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978      -  1981         대성고등학교 (서울) 

  

주요경력(요약) 

- (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 (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산 EDC 총괄계획가(MP) 

- (전) NIA 빅데이터센터장 

- (전) 정부 3.0 추진위원회 위원 

- (전)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장 

- (전) 세계전자정부협의체(WeGO) 사무총장 

- (전)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상훈 

- 국민훈장 동백장 (2016) 

 

경력(전체) 

2021.3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융자위원회 위원 

2020.12 -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20.12 -   2021.4 국무총리 디지털경제 자문위원 

2020.11 -   현재  조달처 조달혁신위원회 위원 

2020.1 -   현재  TTA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2019.6 -   현재  신도시포럼 스마트시티 분과위원 

2019.5 -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 정책자문위원 

2019.3 -   현재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2018.8 -   2021.7 부산 EDC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2018.5 -   현재  UN ITU-D SG2 스마트시티 연구반 vice rapporteur 

2018.2 -   2019 국토교통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2017.11 -   2018.11 4 차 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 

2017.3 -   현재  행정자치부 감사청구심의회 및 감사자문위원회/청렴자문위원회  

                                               위원 

2017.2 -   2018.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발전포럼’ 전문위원 

2015.8 -   2017.10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2015.7 -   2016.9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 

2015.4 -   2017.4 기상청, 기상기후빅데이터포럼 위원 

2015.4 -   2021.3 조달청 자체평가위원 

2014.7 -   2017.6 국무총리 산하 정부 3.0 추진위원회 위원 

2014.9 -   2015.7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 3.0 지원센터 센터장 

2014.4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 

2014.2 -   2014.8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센터장 

2013.11 -   2015.6 Smart City World Congress 자문위원(Advisory Board) 

2013.10           -  2015.12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Council on Private Engagement 

공동의장(co-chair)  

2013.9 -   2014.2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본부장 

2013.1 -   2016.1 IoT World Forum 운영위원(Steering Committee) 

2012.12 -   2014.12 한국인터넷정보학회 부회장 

2011.2   -   2013.1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장 

2011.2   -   2013.2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사무총장 

2010.6   -   2012   국토교통부 예산자문위원회 위원 

2009.8   -   2011.2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 

2009.7   -   2012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2007.10 -   2007.12  통신이용자보호심의위원회 위원 

2007.9         -   2015.2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2006.5   -   200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 

2006.1   -   2007.2    u-Korea 포럼 운영위원장 

2005.5   -   2006.12  u-City 포럼 운영위원장 

2005      -   2007       유비쿼터스컴퓨팅 사업단 이사 



2005.4   -   2006.12  UCI 이용자포럼 의장 

2005.1   -   2006.12  한국 USN 센터장 

2003.12 -   2005.12  기획예산처 중앙성과관리자문단 위원 

2003.12 -   2018      홍신학원 이사 및 감사 

2002.9   -   2010.12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 

2002.1   -   2004.12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 이사 

1995.9   -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기획단장, 경영기획실장 등 

1995.2   -   1995.8    연세대학교 21 세기계획추진위원회 연구원 

1994.8   -   1995.8    한백연구재단 초빙연구위원 

1994.3   -   1995.12  연세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1987.9 -   1994.2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1991.2 -   1992.8 군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