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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특별회원사 및 종신회원ㆍ정회원 명단 

특별회원사    

   

회 사 명  우편번호 주            소 

(주)금강고려화학 중앙연구소 

(주)금호 

(주)동성 NSC 

(주)동진쎄미켐 

(주)디피아이 

(주)새한 기술연구소 

(주)에스케이씨 

(주)엘지화학 기술연구원 

(주)코오롱 

(주)태평양기술연구원 

동성화학공업(주) 

삼성종합화학 

삼화페인트(주)기술연구소 

제일모직(주)화성연구소 

한국바이린(주)기술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화그룹종합연구소 

호남석유화학(주) 

화인화학공업(주) 

S K (주) 

SK케미칼 

S-Oil(주)기술연구소 

449-910 

100-052 

604-030 

121-200 

430-030 

730-030 

440-300 

305-380 

427-040 

449-900 

604-030 

100-102 

425-836 

437-010 

451-870 

305-343 

305-600 

156-012 

404-250 

110-110 

135-847 

689-890 

경기.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산1-9 

서울시 중구 회현동 2가 10-1. 아시아나 빌딩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472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46-8. 서평빌딩 8층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615 

경북 구미시 공단동 287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00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1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코오롱빌딩 

경기 용인군 기흥읍 보라리314-1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472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삼성생명빌딩 11층 

경기 안산시 성곡동 677. 5바 301호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32-2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양조리 866-1 

대전시 유성구 장동 100 

충남 유성우체국 사서함 25호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67. 롯데관악타워빌딩 

인천시 서구 가좌동 525-6. 수출산업공단 5단지내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99. 에스케이빌딩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8-1. SK빌딩 

경남 울주군 온산면 산암리 20-9 

 

단체회원    

   

도서관명    도서관명  도서관명   

(주)나노폴 연구소 자료실  

(주)새한 생산기술센타 기술기획팀  

(주)솔나노켐 개발팀  

(주)화승화학기술연구소  

강원전문대학 도서관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건양대학교 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부속도서관  

경성대학교 도서관  

경운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원학원 중앙도서관  

경일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도서관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공주대학교 도서관 

 

광운대학교 도서관 

국방과학연구소 정보수집실 

금오공과대학교 도서관 

단국대학교 율곡기념 도서관 

단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대진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동덕여자대학교 도서관  

동신대학교 도서관  

동양공업전문대학 도서관  

동양화학공업(주)중앙연구소 기술관리실  

목원대학교 도서관  

밀양대학교 도서관 

배재대학교 중앙도서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부산대학교 도서관  

부천대학교 몽당도서관 

삼성SDI(주)정보센터 

삼영전자공업(주)삼송연구소 

삼척산업대학교 도서관  

상주대학교 도서관  

서경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산업대학교 도서관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세종대학교 도서관 

수원대학교 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순천대학교 도서관  

순천향대학교 중앙도서관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여수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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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K 김연식  

(주)SK 박종률  

(주)SK 이건채  

(주)고리기술연구소   신용진  

(주)금강고려화학 중앙연구소   최형천  

(주)금진화학 중앙연구소   윤영균  

(주)금호기술연구소 연구2부  최성신  

(주)금호산업타이어연구소 손봉영  

(주)대양화학   장종우  

(주)동성 NSC 연구개발팀  김광수  

(주)동성 NSC 기술팀  이순종  

(주)동성화학 기술1부  김치중  

(주)동성화학   최민섭  

(주)동진쎄미켐   이부섭(0) 

(주)미원   유영학  

(주)삼양사 중앙연구소   김성룡  

(주)삼양화성   김경원  

(주)삼중화공연구소   박태석  

(주)새한 기술연구소   김순식  

(주)세라그린   문규열  

(주)세화   김직태  

(주)에스케이씨   최준식  

(주)에스케이씨중앙연구소  박  훈  

(주)에스케이씨중앙연구소   양창선  

(주)엔바이오넷   김학길  

(주)엘지화학 SR연구소  이찬홍(0) 

(주)엘지화학 기술연구원 신소재연구소 박정옥  

(주)엘지화학 기술연구원   여종기  

(주)엘지화학 기술연구원 신소재연구소  유진녕  

(주)엘지화학 기술연구원 화학공정연구센타  송광호  

(주)엘지화학 여천공장 PVC연구소 이경우  

(주)엘지화학 중앙연구소 정보소재연구소  차혁진  

(주)엘지화학 청주공장 전지사업부 홍순용  

(주)이래화학 마케이  김동훈(0) 

(주)인스텍   황재영  

(주)제스이켐기술연구소   강은영  

(주)케미텍   최병오  

(주)코오롱중앙기술원 신소재연구팀 윤경근  

(주)태평양 고문실  김창규  

(주)태평양 생화학부문  이상린  

(주)폴리머 닥터 부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 756호  

 이성율  

(주)해룡실리콘 응용기술연구소  여학규  

(주)해룡실리콘 응용기술연구소  지원영  

(주)헵스켐   최근배(0) 

(주)화승실업기술연구소   류인휘(0) 

(주)효성 필름 PU   전영관  

(주)효성T&C 연구소 공업화학과  안태완  

강릉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심상연(0) 

강신산업(주)  박창순(0) 

강원대학교 화공과  인교진(0) 

거원기술개발   손원중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권윤정  

건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응용화학과 김환기(0) 

건국대학교 공업화학과  유영태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윤문구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조재환  

건국대학교 공업화학과  허  탁  

건국대학교 공업화학과  허정림(0) 

경남대학교 화학공학과  서은덕(0) 

경남대학교 화공과  안영철(0) 

경남대학교 도서관  이대식  

경남정보대학 화학공학과  허광선(0) 

경남정보대학 신발공학과  황일주  

경동유화공업주식회사   서장혁(0)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강인규(0) 

경북대학교 화공과  고광락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우식(0)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민경은(0)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이순(0)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서관호(0) 

경북대학교 화공과  송동익(0)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동호(0) 

경북대학교 화공과  이태종  

경북대학교 염색공학과  임용진  

경북대학교 공대 염색공학과  지병철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권순기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윤희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진국(0)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종만(0) 

경상대학교 화학과  백우현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 윤성철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기창  

경성대학교 교양학부  김정엽  

경성대학교 재료공학과  허근태(0)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김선경  

경일대학교 섬유공학과  성우경  

경일대학교 공업화학과  이석기(0) 

경일대학교 섬유공학과  이원철  

경일대학교 공업화학과  전일련  

경일대학교 교양학부  제갈영순(0) 

경일대학교 공업화학과  최호상(0) 

경일대학교 화공과  한명진(0) 

도서관명    도서관명  도서관명   

연세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동공과대학교 도서관 

오리온전기(주)연구관리팀 기술정보실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인제대학교 도서관  

인천대학교 도서관  

인하공업전문대학 도서관  

인하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주우석대학교 도서관  

제주대학교 도서관 수서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청운대학교 도서관  

충북대학교 도서관 

 

충청대학교 도서관  

카톨릭대학교 도서관  

특허청 심사3국 유기화학심사담당관실 

포항공과대학교 도서관 

학산기술도서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홍보과(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도서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료실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한국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도서관 

한국유리공업(주)연구소  

한국유리연구소 기술정보실  

한국전기통신공사 조달본부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소 도서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료실 

한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한밭대학교 도서관 

한서대학교 도서관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양여자대학교 도서관  

현대전자산업(주)메모리연구소 

혜전대학교 도서관  

호원대학교 도서관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종신회원 (구독료 납입자(O))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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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 섬유공학과  허만우(0) 

경희대학교 환경응용화학부  김갑진(0) 

경희대학교 화공과  김성수(0) 

경희대학교 화학과  김홍두  

경희대학교 화공과  백남철  

경희대학교 환경응용화학부  백상현  

경희대학교 화공과  송기국  

경희대학교 섬유공학과  이준열(0) 

경희대학교 화학과  주동준  

경희대학교 섬유공학과  최동훈  

계명대학교 화공과  노승백(0) 

계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박영태(0) 

계명대학교 화공과  안원술  

계명대학교 화공과  하기룡(0)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우년(0)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문탁진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서광석(0) 

고려대학교 화공과  안동준  

고려대학교 재료금속공학부  윤호규(0) 

고려대학교 화학과  진정일(0) 

고려대학교 화공과  현재천  

고려대학교 화공과  홍석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공학과  이규백  

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형중(0) 

공주사범대학교 화학과  서정목(0) 

관동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용무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김동유(0)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김장주(0)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배유한(0)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윤태호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이재석(0) 

교금오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이상철  

국립부산공업대학교 인쇄공학과  손세모  

국립서울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용범  

국방과학연구소 1-4-2  김수영(0) 

국방과학연구소 기술-3  박보영  

국방과학연구소 1-4-4  서환규(0) 

국방과학연구소 1-4-2  손  홍(0) 

국방과학연구소 기술-3  전용구  

국방과학연구소 1기-4  정  발  

국방과학연구소 기술-4-5  홍명표(0) 

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  이희연(0) 

금오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김재훈(0) 

금오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윤관한  

금오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이종근(0) 

금오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최이준(0)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일현(0)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장진해(0)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조동환(0) 

금오공과대학교 응용화학과  황도훈  

금호석유화학(주)연구소   이관영  

금호석유화학연구소   이호설  

금호화학연구소 신소재부문  김성주  

금호화학연구소   김종목  

기술표준원 고분자화학과  강혜정  

기술표준원 종합물성시험과  이명웅  

기술표준원 종합물성시험과  이용무  

기술표준원 종합물성시험과  최형기  

녹십자(주)기술연구소  엄달호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강두환(0) 

단국대학교 화학과  양재건(0) 

단국대학교 섬유공학과  윤기종  

단국대학교 화공과  정일현  

단국대학교 재료공학과  정평진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조준한  

단국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부  지동선(0) 

단국대학교 공업화학과  최승재  

단국대학교 섬유공학과  한정련(0) 

대구대학교 화공과  서영수  

대길호제   정태극  

대일화학공업(주)연구부  이백휘  

대한솔루션(주)  권회현(0) 

대한유화공업(주)  강수철  

대한유화공업(주)기술연구소   정영태  

대헌공업전문대학 공업화학과  정낙진  

덕양산업 선행연구팀  곽성복  

덕지산업(주)  김종수  

동국대학교 화공과  김병식  

동국대학교 화학과  성용길(0) 

동덕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김운배  

동명전문대학 공업화학과  조의제(0) 

동부.한농화학 기술연구본부  정종구  

동서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차철  

동성화학공업(주)서울사업본부  원종헌  

동성화학공업(주)기술4부  이재명  

동성화학연구소   김동욱  

동아대학교 의류학과  이양헌  

동아대학교 화공과  장상목  

동양화학(주)중앙연구소   김종수  

동의공업대학 화공과  장진규(0) 

동의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종백  

메사츄세츠대 화학과  배영철  

명지대학교 화공과  박홍수(0)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우종표(0) 

모야프라스틱   정봉진  

목원대학교 응용화학과  계형산  

목원대학교 응용화학과  정익수  

배재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고분자재료공학과  

 김영백  

배재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조성준  

보영화학(주)  박태형  

부경대학교 인쇄공학과  구철회(0)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민성기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성수(0) 

부경대학교 도장학과  서차수(0) 

부경대학교 공업화학과  오대희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  봉  

부경대학교 화상정보공학부  임권택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  일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병규  

부산대학교 화공과  박상욱(0)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환만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서홍석  

부산대학교 섬유공학과  송기원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장우(0)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진국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조남주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조원제  

부산대학교 섬유공학과  조현혹(0) 

부산대학교 화학교육학과  진성호(0) 

부산대학교 가정대 의류학과  최석철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하창식(0) 

산업기술정보원 화학화공부  이상호  

삼성종합화학 전략기획실  김태한  

삼성종합화학 수지생산담당  최창현  

삼성종합화학(주)  우상선  

삼성SDI(주)PDP 팀  박경윤  

삼영전자(주)연구소 재료연구실  김경호  

삼육대학교 화학과  김남정  

삼척산업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영식(0) 

삼척산업대학교 화공과  김형소(0) 

삼척산업대학교 화공과  최선도(0) 

상공물산(주)  김준수  

상주대학교 화학공학과  최현국  

상주산업대학교 화공과  박재경  

새한화학   이범상  

서강대학교 화학과  백운기  

서강대학교 화공과  이재욱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후성(0)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이희우  

서강대학교 도서관  정덕윤(0) 

서남대학교 화공과  김형순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강태진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고석원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곽승엽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김노수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김대진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김상용  

서울대학교 가정대 의류학과  김성련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김현중(0)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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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박수영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박종래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심정섭(0) 

서울대학교 가정대 의류학과  유효선  

서울대학교 화학과  윤도영(0) 

서울대학교 화공과  이기준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이윤식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이종찬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장정식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장지영(0)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고분자재료실 정영규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조원호(0)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조재영(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생물자원공학부  

 조종수(0)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차국헌(0)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  탁태문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홍성일  

서울산업대학교 금형설계학과  류민영  

서울산업대학교 화공과  정택상  

서울시립대학교 화공과  김상욱(0) 

선경건설(주)연구소   이규현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김덕준(0)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  김영준(0) 

성균관대학교 화공과  김지흥(0)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진환(0)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태호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남재도(0)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  박연흠(0)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안정호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두성(0) 

성균관대학교 화공과  이영관(0)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  이준영(0) 

세명대학교 환경공학과  임학상(0) 

세원화성(주)UF사업본부  임성택(0) 

송인교육아카데미   심재후  

수산중공업   김청수  

수원대학교 화공과  김정호(0)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문수(0)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성재(0)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전병철(0)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정경호(0)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정대원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홍영근(0)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노광현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명렬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나재운(0)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도춘호(0)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소영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영훈(0) 

순천대학교 공과대 화학공학과  우명우(0)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정창남  

순천향대학교 화학공학부  김동학  

순천향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윤배(0) 

숭실대학교 섬유공학과  김영호(0) 

숭실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이상원(0) 

숭실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허완수(0) 

신라양행   장성봉  

신성대학 환경공업과  김학주  

신화유화(주)  차덕재  

아성무역(주)  최병권(0)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김광섭  

아주대학교 종합연구소  목영일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박기동  

아주대학교 공업화학과 이석현  

아주대학교 공업화학과  한만정(0) 

엘지전선 연구소 제3연구실  배헌재  

엘지전선 연구소 제3연구부문  이건주  

여수대학교 화공과  김윤섭  

연변과학기술대학 서울후원회   민태익  

연세대학교 화공과  김경림  

연세대학교 화학과  김동호  

연세대학교 화공과  김중현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명수  

연세대학교 문리대학 화학과  정찬문  

염색기술연구소   이기풍  

영남대학교 공업화학과  김봉식(0) 

영남대학교 섬유공학과  김준호(0) 

영남대학교 공업화학과  노석균  

영남대학교 화공과  서길수(0) 

영남대학교 섬유공학과  손태원(0) 

영남대학교 섬유학부  윤원식  

영남대학교 섬유공학과  장동호  

영남이공대학 섬유과  김수창  

영산정밀화학(주)기술부  오병창  

영코스메틱기술연구소   김영대(0) 

오린   안영옥  

외국(미국) Dow chemical  현건섭  

우진페인트(주)  최광석  

울산대학교 화학과  윤구식(0) 

울산대학교 화학과  정한모(0) 

원광대학 전자재료과  박대희  

유상공업(주)  김기용  

유한킴벌리(주)환경연구소  안중우  

인제대학교 화학과  이범종(0) 

인제대학교 화학과  이주연(0) 

인천대학교 자연대 화학과  홍종달  

인천지방중소기업사무소   서상운  

인하대학교 응용화학부 고분자공학과 권용구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철희(0) 

인하대학교 화공과  남세종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노익삼  

인하대학교 섬유공학과  마석일(0) 

인하대학교 섬유공학과  설  창  

인하대학교   원영무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윤진산  

인하대학교 화학과  이강흡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이덕출(0)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동주  

인하대학교 화학과  이범성  

인하대학교 섬유공학과  이한섭(0) 

인하대학교 화공과  정성택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진인주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대학원)  진형준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최순자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최형진(0) 

자동차부품연구원 화공소재실  윤주호(0)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수경(0)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재문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진봉(0) 

전남대학교 섬유공학과  류동일(0) 

전남대학교 공업화학과  박혜령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오인준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유봉렬  

전남대학교 공대 화공부  이기영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임균택(0) 

전남대학교 농과대  임기표  

전남대학교 화공과  조성효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채규호(0) 

전남대학교 응용화학부  최창남(0) 

전남대학교 공대 물질화공과  한은미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허양일(0)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강길선(0) 

전북대학교 공업화학과  김완영(0)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김환철(0)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송경근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이대수(0)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명훈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종문  

전주공업전문대학 전기과  문명룡  

제일모직(주)화성연구소   구정기(0) 

제일모직(주)화성연구소   김대식  

제일모직종합연구소   박병규  

조달청 기획실  김오곤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준섭(0) 

조선대학교 화공과  조병욱(0) 

조선대학교 문리대 화학과  조성동  

조선대학교   조성휴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최재곤(0)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홍진후(0)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896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Vol. 12, No. 6, December 2001 

조선이공대학 화공환경과  권중근(0) 

중앙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오경화  

중앙대학교 화학과  장석규  

중앙항업(주)  김원택  

진로산업(주)연구소   임호석  

진양화학공업(주)  송승헌  

창원대학교 공업화학과  이  수(0) 

창진화학   강인순(0) 

천보화학   이  성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정수(0) 

충남대학교 정밀공업화학과  김형일(0)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류주환  

충남대학교 화공과  맹기석  

충남대학교 섬유공학과  백두현  

충남대학교 화공과  센피얼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송해영(0)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기윤(0) 

충남대학교 정밀공업화학과  이범재(0) 

충남대학교 섬유공학과  이승구  

충남대학교 섬유공학과  이택승  

충남대학교 섬유공학과  주창환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홍성권  

충남대학교 화학공학과  황택성(0) 

충남산업대 공업화학과  김영준  

충북대학교 화공과  김대수(0) 

충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민병각(0) 

충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종욱  

카톨릭대학교 화학과  윤창주  

캠-크랜드 코리아(유)   유병태  

코오롱그룹중앙연구소   김경아  

코오롱그룹중앙연구소   김충부  

태진공업사 대표  이중성  

특허청 심사3국 유기화학과 권오식  

평화오일씰공업(주)  조치호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김기문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김영걸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진곤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박찬언(0)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손병혁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이문호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장태현(0)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정진철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조길원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진왕철(0)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유기재료연구실  류진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신소재연구팀  오택수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수부  한진규(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강용수(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김광웅(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김영하(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연구부  김은영(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김재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김정안(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복지연구단  박건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서용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응용과학부  송수창(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안광덕(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이화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과학연구센타  정서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기금속화학연구실 정일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조성무(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조현남(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최철림(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센타  한동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홍순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홍재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황승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하이브리드센타  황의정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김상율(0)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김성철(0)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김진백(0)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도영규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박오옥(0)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박정기(0)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심홍구(0)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양승만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우성일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임선기(0)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장호남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정인재(0)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정임식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조의환(0)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최삼권  

한국기술교육대학 응용화학공학과  조을룡(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학기술실용화센타  이영철  

한국엔지니어링프라스틱(주)영업부 김탁규(0) 

한국원자력연구소 처리기술실  김환영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화학연구실  윤병목  

한국전기연구원 절연피뢰기기술연구팀  강동필(0)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초기술연구부  도이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초기술연구부  정상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천기술연구본부  류광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프런티어사업단  조봉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양유성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우주추진기관연구실  민경주  

한국해양대학교 재료공학과  김윤해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단 1팀 강영구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부  김승수(0) 

한국화학연구원 재료시험연구실  김영철  

한국화학연구원 고분자소재연구부  김은경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단  박수진(0)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부  박인환  

한국화학연구원 기능성고분자연구실  박지웅  

한국화학연구원 재료시험실  변두진  

한국화학연구원 펄프제지연구센타  송봉근  

한국화학연구원 신뢰성평가센타  신동근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부 3팀  신병철  

한국화학연구원 신뢰성평가센타  신세문  

한국화학연구원 펄프제지연구실  오세균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부  원종찬  

한국화학연구원 분리소재연구센타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기능성고분자연구실  이서봉  

한국화학연구원 고성능고분자연구실  이성구  

한국화학연구원 구조재료연구실  이재락  

한국화학연구원 고성능고분자연구실 이재흥  

한국화학연구원 고분자연구부  이창진(0) 

한국화학연구원 생체의료고분자연구실  이해방(0) 

한국화학연구원 고성능고분자연구실  진문영(0)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부  최길영(0)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부  홍영택  

한국GE플라스틱   한상규  

한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신동준  

한남대학교 고분자학과  김환규(0) 

한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송현훈  

한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육순홍(0) 

한남대학교 고분자학과  이광섭(0) 

한남대학교 화학과  이수민(0) 

한남대학교 고분자학과  이진호(0) 

한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최선웅(0) 

한림대학교 화학과  손정인  

한밭대학교 공업화학과  고장면  

한밭대학교 공업화학과  김상헌  

한밭대학교 공업화학과  전종한  

한보공업(주)기술연구소   김상기  

한석소재   한경덕  

한솔기술원 화학연구소  권오승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낙중(0)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동국(0) 

한양대학교 섬유공학과  김병철(0) 

한양대학교 섬유공학과  김성훈(0)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김점식(0) 

한양대학교 섬유공학과  김진우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김진일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춘기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노시태(0) 

한양대학교 화학과  박보현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배영찬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서경도(0)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서동학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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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텍   문주채 

건국대학교 공업화학과  김영일 

건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정의철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공진우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형선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방현수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기숙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동성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성기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정현철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정재흠 

경희대학교 화공과  김윤석 

경희대학교 화공과  이미연 

경희대학교 화공과 조정환 

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안지환 

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봉재 

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정은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용철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조은경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고진필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은지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상묵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하윤선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한병희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동연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정신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정현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진형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신규철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기훈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장세진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지수진 

순천대학교 화공과   김순길 

순천대학교 화공과   서임선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라영민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무성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수환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정원 

조선대학교 화학과   오성화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홍민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공학실험실  장은주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2팀   김정훈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1팀   유효진 

한남대학교 고분자학과   강성곤 

한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대겸 

한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진모 

한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진규 

한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최병훈 

한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조상호 

한남대학교 고분자학과   박응제 

한남대학교 고분자학과   정연오 

한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강승완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김도균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남윤구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박선호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우상윤 

한양대학교 화학과  장윤경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주홍진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지병화 

홍익대학교 화공과   현순영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한양대학교 화학과  손대원  

한양대학교 화학과  신한승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이영무(0) 

한양대학교 화학과  이용균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이주성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이해원(0)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임승순  

한양대학교 화공과  장영욱(0) 

한양대학교 화학과 전현애  

한양대학교 섬유공학과  조창기(0)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차옥선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최규석  

한양대학교 섬유공학과  최영엽  

한양대학교 화학과  최윤석  

한양대학교 화학과  한양규(0) 

한양대학교 섬유공학과  허영우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황의철  

한화그룹종합연구소 감사실  민병권  

해은화학연구소   정광춘  

현대석유화학(주)부산지점  최청렬 

현대자동차 비금속재료기술팀  유태욱 

현대자동차마 비금속재료연구팀 최치훈  

호남석유화학(주)  김척기  

호남석유화학(주)  류해진  

호남석유화학(주)  명희수  

호남석유화학(주)화학연구실  이안기(0) 

호남석유화학(주)영업기획실  지호진  

호마기술   마경석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임대우  

호성석유화학(주)  최진석(0) 

호원대학교 공업화학과  서원동  

홍익대학교 공업화학과  권석기  

홍익대학교 도서관  김성명  

홍익대학교 화학공학과  신동명  

홍익대학교 공업화학과  전창림  

효신기업(주)  이유건  

흥일합성공업(주)  김동영  

A&D 컨설턴트   윤재석  

H S C   심준택  

LG 건설   신현주 

S K (주)화학사업마케팅지원팀  황규면 

SK대덕기술원 화학연구소장  이병형(0) 

SK옥시케미칼(주)대표이사  윤대욱 

SK옥시케미칼(주)영업담당 전무이사 허  달 

SK케미칼 연구소   윤인선(0) 

 권병도 

남상빈  

   맹성재  

   박태기  

   변재황  

   변형직  

서영준  

   유  혁 

 이기정  

   이덕원  

   이덕표  

   이도익  

   임동호  

   황규호 

 

학생회원 (구독료 납입자(O))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898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Vol. 12, No. 6, December 2001 

(유)정우화인    김형주  

(주)강남정공 기술부   김영근  

(주)금강고려화학 수지연구3부   박종윤  

(주)금강고려화학 중앙연구소   김동진  

(주)금강고려화학 중앙연구소    박종명  

(주)금강고려화학 중앙연구소    이정대  

(주)금강고려화학 중앙연구소    임종찬  

(주)금강고려화학 중앙연구소    장연희  

(주)금강고려화학중앙연구소    김범성  

(주)금호기술연구소 연구3부문   박성수  

(주)금호기술연구소    장동호  

(주)금호산업 연구소   박병호  

(주)금호타이어연구소 재료연구팀  한승철 

(주)다이웰 분산제사업부   류세열  

(주)대하 연구소    서경범(0) 

(주)덕성 기술연구소    이해욱(0) 

(주)데이원 영업부  안계원  

(주)데이원연구소    이정익  

(주)덴키스트 KIST 내   정진희  

(주)동성화학 QM TEAM   유용희  

(주)동양잉크 기술연구부   지성환(0) 

(주)동양잉크기술연구소    윤동국(0) 

(주)동진산업도장    김정웅  

(주)두산전자BG연구소   이민수(0) 

(주)라이지오케미칼코리아    배정훈  

(주)라이지오케미칼코리아 합성팀  한경태  

(주)랩프런티어 연구소  오창환 

(주)무등연구소    박종민  

(주)바이오폴    박명환  

(주)바이오폴 연구개발부   이승훈(0) 

(주)백산 연구소   차윤종  

(주)보광기술연구소    권기섭(0) 

(주)보론    배동규  

(주)보문무역   김수한  

(주)보인메디카 QM  이영호  

(주)볼빅 연구개발부   홍유석  

(주)삼성고분자    오경환  

(주)삼성그라테크    유기현(0) 

(주)삼양사 중앙연구소 화성소재 Gr.  신희철  

(주)삼양사 중앙연구소 화성소재그룹  유승찬  

(주)삼양사그룹중앙연구소       오헌승 

(주)상아프론테크기술연구소    최재훈  

(주)서통 필름기술연구소   민영희(0) 

(주)신흥규산 연구소    김종길(0) 

(주)아이벡스 연구소  김원기  

(주)아이씨켐 부설연구소  이법원  

(주)아이컴포넌트    김양국  

(주)아이컴포넌트    김인선  

(주)아펙    심명식  

(주)에스엠씨    김남선  

(주)에스케이씨 필를개발실   김용원  

(주)에스피씨 기술부   이재용(0) 

(주)에이스디지텍연구소    노태환  

(주)에이스디지텍연구소    신동윤  

(주)엘리아테크 재료개발팀  신선호  

(주)엘리아테크 재료개발팀   정애영  

(주)엘지화학 PO연구소   오재승(0) 

(주)엘지화학 기술연구원 신소재연구소 김경준  

(주)엘지화학 기술연구원    김명호  

(주)엘지화학 기술연구원 화학공정연구소  박광호  

(주)엘지화학 기술연구원 배터리연구소   이승진  

(주)엘지화학 기술연구원 신소재연구소   안용식  

(주)엘지화학 기술연구원 신소재연구소   권일억  

(주)엘지화학 테크센타 응용기술팀   강성욱  

(주)엘지화학 테크센타    문홍국  

(주)엠아이텍 중재의학연구소    정인권  

(주)영신화공 품질보증부   김대규  

(주)오스코텍    김정근  

(주)오제이씨 기술부   전형준  

(주)유스테크코리아 기계사업부   심경보  

(주)유신메티칼 개발과   신기호(0) 

(주)유원 실험실   나국현  

(주)윤호테크 연구소  천종규  

(주)이노테크메디칼    김근풍  

(주)이노테크메디칼    방한성  

(주)이양화학 제조기술팀   배영한(0) 

(주)인터실리콘    이응찬  

(주)젠포토닉스 광폴리머합성팀   김무용  

(주)조양연구소   박관수  

(주)캄테크놀로지재료기술연구소   임동수(0) 

(주)코스타트    김현기(0) 

(주)코켐 R&D   나대엽  

(주)태양기전기술연구소   박진국  

(주)태평양기술연구원 피부과학연구소  권순상  

(주)태평양기술연구원 피부과학연구소  장이섭  

(주)태화산업 연구실  원종우  

(주)티앤엘 연구개발팀  공득민  

(주)파츠닉 연구소   민혜경  

(주)팸택   유재성(0) 

(주)한경기술연구소  박수범(0) 

(주)한국수드케미 광산부  박성완(0) 

(주)한수 응용개발부  이창근  

(주)해은컴텍 강신이  

(주)협진화학 연구실  김도형(0) 

(주)화승인더스트리 생산1팀  권영진  

(주)화인텍 연구개발부  한정남  

(주)효성   고대종  

(주)효성 용연공장 기술팀 김상진(0) 

강남화성기술연구소   김연수  

건국대학교 공업화학과  고영미  

건국대학교 공업화학과  김성배  

건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김윤경  

건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신현우  

건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병준  

건설화학(주)기술연구소   이상효  

건설화학공업(주)연구개발팀  이봉우(0) 

건설화학공업(주)기술연구소   우기석(0) 

경남대학교 자연대 화학과  이상배(0) 

경남대학교 화학과  차성극  

경북대병원 의학연구소 의공학과  김유미  

경북대병원 의학연구소  이은수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길자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민우  

경북대학교 염색공학과  김성훈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재형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진우  

경북대학교 공업화학과  김태정(0) 

경북대학교 공업화학과  박동규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준현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태학  

경북대학교 염색공학과  서인석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성호동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송정한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안득균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양경수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윤상원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승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  임정옥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장병조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전홍명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최관영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가공연구실  허민호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백신혜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대식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영욱(0)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신동철  

경상대학교 공과대 화학공학과  안주현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상일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성효  

경상대학교 화학과  이종광(0)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정성욱  

경성대학교 화학과  박동규(0) 

경성대학교 화학과  이송희  

경일대학교 공업화학과  구광모(0) 

정회원 (구독료 납입자(O))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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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 화공과  남석태(0) 

경일대학교 섬유공학과 윤흥수(0) 

경일대학교 공업화학과 정하영  

경희대학교 화공과 권영진  

경희대학교 화공과  류승훈  

경희대학교 환경응용화학부 반시영  

경희대학교 환경응용화학부 오광용  

경희대학교 환경응용화학부 오상준  

경희대학교 화공과 고분자물리연구실 위인전  

경희대학교 화공과  이용택  

경희대학교 섬유공학과  이종순  

경희대학교 화공과 물리화학연구실  임현주  

경희대학교 환경응용화학부  전철환  

경희대학교 섬유공학과  조항원  

경희대학교 환경응용화학부  차영관  

경희대학교 화공과  최선남  

경희대학교 환경응용화학부 최원석  

경희대학교 섬유공학과 최인수  

경희대학교 섬유공학과 한지영  

경희대학교 화공과  홍종팔  

경희대학교 섬유공학과 홍현택  

계명대학교 화공과  김욱수  

계명대학교 화공과  김일형  

계명대학교 화공과  박경민  

계명대학교 공대 공업화학과  변홍식  

계명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승현  

계명대학교 화공과  이천수  

고려대학교 재료금속공학과  강신우  

고려대학교 화학과  김봉수  

고려대학교 화학과 345B  김영미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김윤진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김인준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김창제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김태영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박승준  

고려대학교 화학과  박영석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정훈  

고려대학교 화학과  박종현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백한성  

고려대학교 화공과  성운모  

고려대학교 화공과  심희용  

고려대학교 화공과  임병훈  

고려대학교 화공과  정현철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주진수  

고려대학교 화공과  최주희  

고려대학교 화공과  한민수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절연재료연구실 이보현  

고려합섬(주)연구소  김석수  

고신대학교 화학과  홍성연  

공주대학교 화학교육과  류해일(0) 

공주대학교 화학과  이기환  

공주대학교 화공과  이명신(0) 

공주대학교 재료공학과  한병학(0) 

공주대학교 화학교육과  오제직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강남구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김광명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김미정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김지은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변영로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이득상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이세은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이혜경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정광운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천채민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안찬재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김남일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신동철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김용연  

광주여자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김한식  

구미1대학 식품과학과  장상희  

국립상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조태식  

국립천안공업대학교 공업화학과  황의환  

국립한밭대학교 공업화학과  민효식  

국방과학연구소 기술-3-7  강동일  

국방과학연구소 기술-3  김재경  

국방과학연구소 1-3-5  김정국  

국방과학연구소 1기-3-6 이근득  

국방과학연구소 1기-3-6  조진래  

국방부조달본부 규격자료실  최윤석(0) 

군산대학교 화학과  유수창  

그린피아기술(주)개발실  박성현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권오형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지곤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반균하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방대석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배진숙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서보수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심후식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안영욱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안재철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오수석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상엽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시스템공학부 이원섭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정흠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종문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재홍  

금오미쓰이화학 응용연구소  정윤길(0) 

금호석유화학 울산연구소  조교동(0) 

금호석유화학(주)금호화학연구소  정호영  

금호석유화학(주)금호화학연구소 임병탁  

금호석유화학(주)연구소   진선우  

금호석유화학(주)연구소   천승한  

금호석유화학(주)연구소 2팀  최대승  

금호석유화학연구소   박준상  

금호특수플라스틱   양희삼  

금호피앤비화학(주)  김영재(0) 

금호화학연구소   고영훈  

금호화학연구소  김삼민  

금호화학연구소   김영진  

금호화학연구소   김필성  

금호화학연구소   박종현  

금호화학연구소 제7연구팀 장영찬  

금호화학연구소   주영제  

금호화학연구소 4연구팀  황진만  

기술표준원 정밀화학부  명영찬  

기술표준원 정밀화학과  신미라  

기술표준원 고분자섬유과  최경란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권해용  

누비택(주)  이종국  

누비택(주)연구개발실  김헤정(0)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강호종(0) 

단국대학교 화학과  공명선(0) 

단국대학교 화학과  김대욱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김미화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범진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영민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오영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김형수(0)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환기(0)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마영대(0) 

단국대학교 공업화학과  배장순(0)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신동필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유희재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  석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병철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종록  

단국대학교 화학과 이충로  

단국대학교 화학과  주상우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주진필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한정우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허  준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선택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권수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물성실험실  최정훈  

대구대학교 생물공학과  강선철  

대구대학교 생물공학과  서해정  

대림산업(주) 장진양  

대림산업대덕연구소 연구지원팀  권오규(0) 

대상(주)중앙연구소   권영철  

대우화학 연구개발실  이성일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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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산업   강영중(0) 

대한유화공업(주)생산부  이응수  

대한인터내셔날페인트(주)기술부  박재규(0) 

대흥공업(주)기술연구소  양형만(0) 

도레이(주)기술연구소   김상필(0) 

도레이새한(주)기술연구소  문기정  

도레이새한(주)기술연구소   박병식  

동국대학교 화학과  권정우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김기태  

동국대학교 화학과  김영순  

동국대학교 화공과  김준우  

동국대학교 화공과  박명철  

동국대학교 화학과 기기분석연구실  박정훈  

동국대학교 화공과  손원일  

동국대학교 자연과학대 화학과  양원강(0) 

동국대학교 화공과  이명천(0) 

동부기술원 분석팀  이영일  

동부정밀화학연구소  서형만(0) 

동아대학교 전기공학과 권영수  

동아대학교 화학과  김정균  

동아대학교 화학과  박유미(0) 

동아대학교 의류학과 박찬헌  

동아대학교 화공과  설수덕(0) 

동아대학교 화공과  이상호(0) 

동양전선(주)연구소   진성도(0) 

동양화학중앙연구소 고분자재료실  인용성  

동우화인켐(주)기술연구소   김상태(0) 

동우화인켐(주)기술연구소   송형수  

동은화학 연구기술부  김도현  

동의공업대학교 화공과  양동필  

동의공업대학교 화공과  윤종훈  

동의대학교 화공과  정호영  

동의대학교 화공과  최정봉  

동주산업(주)  남준현(0) 

듀폰포토마스크(주)기술부  조해성  

로디아폴리아마이드(주)테크니컬센타 유영출  

로디아폴리아마이드(주)테크니컬센터 이광상  

만도공조(주)연구소   이의성  

명지대학교 화공과  김대원  

명지대학교 화공과  김수진  

명지대학교 화공과  박민석  

명지대학교 세라믹화학공학부  양인모  

명지대학교 화학과 자연과학연구소  장관식  

명지대학교 화공과  조선영  

명지대학교 화공과  주인호  

명지대학교 화공과  홍진호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황규현  

모야플라스틱(주)생산기술팀  김성태  

목포대학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김상률(0) 

미림화학공업(주)연구실  박요한(0) 

바젤케미(주)  김숙연  

배재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정은선  

배재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백현식  

배재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채경미  

범문사   임재춘(0) 

범우화학 기술연구소   진석환  

범우화학공업(주)기술연구소   이재한(0) 

벤트리 주식회사   김상근  

벤트리 주식회사   김재익  

벤트리 주식회사   최재승  

부경대학교 공업화학과  김세영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준호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태훈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노지영  

부경대학교 도장공학과  문명준  

부경대학교 재료공학과  문창권(0) 

부경대학교 공업화학과  박민하  

부경대학교 재료공학과  안병현(0) 

부경대학교 공업화학과  유형준  

부경대학교 화상정보공학부  이민영  

부경대학교 공업화학과  이호철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정기석  

부경대학교 화상정보공학부  황하수  

부산기술신용보증기금   이미혜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Li Xicuuo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강성원  

부산대학교 화학과  강승윤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  탁  

부산대학교 화공과  김원호(0)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은희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종희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지영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창수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판석  

부산대학교 섬유공학과  김한도(0)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민상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병규  

부산대학교 화학과  박혜진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백승태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서윤아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서장원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서종화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손우정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신정호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안준태  

부산대학교 화학과  염인숙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유상문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  률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갑열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건규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만성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상엽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고분자공학과 이상진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종철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주형  

부산대학교 화학과  장미선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전준하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정세영(0)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정윤석  

부산대학교 화학과  정중은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조영희  

부산대학교 화학과  진정이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허태욱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허필호  

부산대학교 화공과  김성호  

부산대학교 화공과  이광기  

부산대학교 화공과  김민영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이광희  

부산정보대학 환경화학계열  정영언  

부천전문대학 섬유과  오수민  

부천전문대학교 섬유과  이영목  

산업기술시험원 재료평가팀  박광석  

삼성전기 연구소  박충남  

삼성전자   김정수  

삼성전자 디지탈 프린팅사업부  조서현  

삼성전자 디지털연구소 고밀도기록기기팀 장도훈(0) 

삼성제일병원 내분비연구실  임종은  

삼성종합기술원 E-Polymer Lab.  강인남  

삼성종합기술원   김기협  

삼성종합기술원 고분자재료Lab.  박준용  

삼성종합기술원 고분자Lab.  손준모  

삼성종합기술원   승도영  

삼성종합기술원 MD Lab.  이두연  

삼성종합기술원 Chmical Sector 고분자재료 Lab.  

 이지훈  

삼성종합기술원 MD Lab  조중근  

삼성종합기술원 E-Polymer Lab  최환재  

삼성종합기술원 Chemical Sector 고분자재료 Lab.  

 황진택  

삼성화학페인트 연구소   오정현(0) 

삼성화학페인트(주)광소재개발팀  김말순  

삼성화학페인트(주)연구소   연종륜(0) 

삼손퍼라이트(주)중앙기술연구소  신성식(0) 

삼양그룹의약연구소  최인자  

삼양중앙연구소 화성소재그룹  김  도  

삼양중앙연구소 화성소재그룹  김명욱  

삼영폴리테크   이영민  

삼영화학공업주식회사 기술연구소  김덕균(0) 

삼우고분자(주)  김종문  

삼우고분자(주)  김효일(0)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고분자과학과 기술 제 12 권 6 호 2001년 12월  901 

삼척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신동현  

삼척산업대학교 재료공학과  김주영  

삼호특수 연구소  박익주  

삼화전기(주)기술연구소   김용철(0) 

삼화페인트(주)기술연구소   김성길  

상농기업 기술개발팀  오동원  

새한미디어기술연구소   김성태  

서강대학교 화학과  고승오  

서강대학교 화공과  고창범  

서강대학교 화공과  김병석  

서강대학교 화공과  김승욱  

서강대학교 화학과  김주현  

서강대학교 화공과  박준규  

서강대학교 화공과  송기태  

서강대학교 화공과  오세용  

서강대학교 화학과  윤국로  

서강대학교 화공과 기능재료연구실 이창호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창호  

서강대학교 화학과  정현주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최정우  

서강대학교 화학과  함윤헤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재만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영택  

서경대학교 화학과  김환건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강희만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고민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고연조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기창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김경태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고분자재료 김광희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김구면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김기홍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김도균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김명훈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김범진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김세훈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김수한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김승현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김종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김지원  

서울대학교 화학부  김태우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김태호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 김태희  

서울대학교 화학부  김희준  

서울대학교 화학과  노현욱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박문정  

서울대학교 화학부  박성준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  박영환  

서울대학교 화학부  박은수  

서울대학교 농생대 천연섬유학과  박인규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박정연  

서울대학교 공대 재료공학부  박홍조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환경고분자실험실  배동진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배우진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배준원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서상혁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공학부  서석진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신규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생물자원공학부 안재순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고분자재료실 양성훈  

서울대학교 화공과 고분자및콜로이드연구실  양유성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 엄인철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유승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윤건용  

서울대학교 화학부  윤선영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이귀종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이대원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이동훈  

서울대학교 화공과  이승종(0)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승철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이신두  

서울대학교 화학부  이우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인호  

서울대학교 화학과  이재혁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재홍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이준구  

서울대학교 화학부  이진규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이철주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이춘수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현정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임민영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임찬수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임채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장기석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고분자구조실험실 장이화  

서울대학교 화학과  장재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정민주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정우섭  

서울대학교 화학부  정원희  

서울대학교 생물자원공학부 천연섬유전공  정택웅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  조광용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조승제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조은범  

서울대학교 화학과 고분자연구실 56-312  조정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조현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조희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최호섭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고분자재료Lab. 하정석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한만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한석종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허  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홍성우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섬유고분자공학부  홍종기  

서울대학교 화학부  홍종인  

서울대학교 공대 응용화학부  황소희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황숙희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황인호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박석봉  

서울산업대학교 화공과  노인섭(0) 

서울산업대학교 식품공학과  정석진(0) 

서울시립대학교 화공과  송영욱  

서울시립대학교 물리대 생명과학과 심미자  

서울시립대학교 화공과  조영신  

서통테크놀로지기술연구소 기술연구소 김혜은(0) 

석경화학 기술개발부  임형섭(0) 

선바이오(주)  노  광  

선진화학연구소   엄기범  

성균관대학교 화공과  구자현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  권영돈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고은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  김미선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보경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우석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재철  

성균관대학교 화공과  김주성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  김지석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  김한균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현도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현주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기술연구소  김홍경  

성균관대학교 화공과  남기훈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노진영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명국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기술연구소  박용순  

성균관대학교 화공과  배병찬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  배정환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배진영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배홍기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서광원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서정인  

성균관대학교 화공과  손오건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손정현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송영진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물성연구실  심우선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양경모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유동국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유석윤  

성균관대학교 화공과  윤승욱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과 복합재료연구실 이경섭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경호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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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근우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과 복합재료연구실 이근제  

성균관대학교 화공과 고분자재료연구실 이성재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승노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  이재욱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주화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준호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진우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창민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형탁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장준원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정동준(0)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정창조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조인희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조한진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  최명수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최유선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최혁렬(0)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황성덕  

성남전자공업(주)부설연구소   김주용(0) 

성신여자대학교 화학과 이은정(0) 

세원화성(주)  이봉구  

세원화성(주)  김해진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강승경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고문보  

수원대학교 화학과  박명주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양재흥  

수원대학교 화학공학부  유종훈  

수원대학교 화학과  정용찬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정한균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  김백선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공병기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원석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인중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노웅영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문봉열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장미경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최창용  

숭실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김대중  

숭실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김봉규  

숭실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김장엽  

숭실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김호준  

숭실대학교 분자설계연구센타  노경태  

숭실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박혜진  

숭실대학교 분자설계연구소  성시열  

숭실대학교 섬유공학과  최재원  

숭실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팽세웅  

숭실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현  욱  

숭실대학교 환경화공과  홍승모  

스마트디스플레이(주)기술연구소  이주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이창형  

식품의약품안정청 의료기기규격과  유규하  

신구전문대학 섬유디자인과  강대영(0) 

썬텍(주)연구소   손동우  

아담스테크놀로지   류미선  

아주대학교 공업화학과  권오필(0)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열  

아주대학교 의용공학과  김용수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류장위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배진우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정명철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정윤기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과  지경수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과  한혜숙  

안동정보대학교 보건위생과  배광수  

애경유화(주)연구개발부  최낙모(0) 

에치케이통상   주학기  

엘지전선연구소 절연재료기술그룹  김상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광만  

연세대학교 화공과  김시은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송정훈  

연세대학교 화공과  신준희  

연세대학교 화공과  안경민  

연세대학교 화공과  이상엽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고분자소재연구실 이영수  

연세대학교 화공과  이준영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충봉  

연세대학교 화공과 고분자소재(연) 이혜원  

연세대학교 화공과  최성욱  

영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김영식  

영남대학교 화공과  신부영(0) 

영남대학교 화학과  이재원  

영남대학교 섬유공학과  이희원  

영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정종훈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한주완  

영남대학교 섬유공학과  김삼수  

영성산업(주)복합재료연구소  이무재  

영성산업(주)복합재료연구소  임정수  

오아이씨 영업부 황보종숙(0) 

우진물산(주)연구소   이창근(0) 

울산공업고등학교 과학부 배민애  

울산대학교 화학과  김영철  

울산대학교 화학과  김치조  

울산대학교 화학과  이상훈  

울산대학교 화학과  장기혁  

원광보건전문대학교 위생과  육찬남  

원자력병원 생체조직재생연구실  최영주  

원자력병원 생체조직재생연구실  임세환  

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신대현  

유니온고분자(주)기술연구소   손기철  

유니온테크 개발팀  서용만(0) 

유진화학공업(주)기술연구소   김재철  

익산대학교 화학공업과  김종석(0) 

인성크로마텍(주)학술마케팅부  김준식(0) 

인제대학교 화학과  강태선  

인제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양수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  김정구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  김철홍  

인제대학교 화학과  손은미  

인제대힉교 화학과  박은주  

인하대학교 화공과  고재송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권대현  

인하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김건중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도현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상정(0) 

인하대학교 섬유공학과  김정호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지선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지우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태헌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혜경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동필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상미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상우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장석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휘언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성준희  

인하대학교 섬유공학과  양영일  

인하대학교 섬유공학과  유승익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유재춘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윤  일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윤승택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광희(0)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석주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종관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춘미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충호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임성택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임정은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장이욱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전영미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조윤향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지근왕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최병두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함은주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현양훈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황지연  

일본경도공예섬유대학   문성일  

일본동경공업대 유기고분자물질공학  김경미  

자동차부품연구원 소재기술개발부  김영명  

재활공학연구센타   김선정(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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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강동수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경문  

전남대학교 응용화학부  김영대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용운  

전남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진환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박병철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박수미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범정철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선금주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성경희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송인철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안영진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오광채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 유정선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윤대석  

전남대학교 물질생물화학공학과  윤제정  

전남대학교 화공학부  이광식  

전남대학교 섬유공학과  전한용(0) 

전남대학교 정밀화학과  정영식  

전남대학교 정밀화학과  조동련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조승권  

전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최원산  

전남대학교 화공과  강춘형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강영식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구엔빈칸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구웬빈칸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길명섭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상욱  

전북대학교 공업화학과  김성근  

전북대학교 공업화학과  김종상(0)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김학용(0)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나라얀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나창운(0)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딩  빈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류영준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박병기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유양현  

전북대학교 유기신물질공학과  윤덕일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이근형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공업기술연구소)  이덕래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이명걸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이상욱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이성철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이세철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이연식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중희(0)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정용식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최대환  

전북대학교 신소재개발연구소  한건옥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현송원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최옥자  

전북대학교 유기신물질공학  정민국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대훈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한상협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류현중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소장로  

전주대학교 물리학과  임애란  

전주우석대학교 화학과  이홍기  

제일모직화성연구소 연구지원팀장  돈윤승(0)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제주삼다수공장장  허철호  

조광페인트(주)기술연구소   박재홍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  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김성호(0)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영석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영용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은옥  

조선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정규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화숙  

조선대학교 화공과  나상권(0)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문명재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문성철  

조선대학교 화학공학과  박기주(0)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송주명  

조선대학교 과학교육학부  유정아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유지강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윤두수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전호승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조정대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주형태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최재연  

조선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한승택  

조선대학교 화학공학과  홍완해  

조선이공대학 화공환경과  김형윤  

조선이공대학 화공환경과  문  원  

조선이공대학 화공환경과  박인재  

조선이공대학 화공환경과  이진태(0) 

조선이공대학 화학공업과  조정환  

중부대학교 인쇄공학과  강영립(0) 

중앙대학교 화공과  김창근(0) 

중앙방수기업 기술연구소   김현민(0) 

중외제약 개발본부  김동현  

중일유화   조현준  

창원대학교 화공시스템공학과  김종화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배현숙(0) 

창원대학교 화공시스템공학과  서성원  

창원대학교 공업화학과  오강석  

창원대학교 화공시스템공학과  이상원  

청양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황계순  

청운대학교 신소재응용화학과  이환광  

충남대학교 화공과  강  용  

충남대학교 화학과  강준길  

충남대학교 정밀공업화학과  김동표  

충남대학교 공업화학과  김병석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수동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구강외과  김은석  

충남대학교 화공과  김종선  

충남대학교 섬유공학과  나종호  

충남대학교 정밀공업화학과  류재호  

충남대학교 섬유공학과  박원호(0) 

충남대학교 화공과  박진원  

충남대학교 고분자과 형태학실험실 백대은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백운선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손원근(0) 

충남대학교 섬유공학과  안흥기  

충남대학교 섬유공학과  원두재  

충남대학교 공업화학과  원종웅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윤광중  

충남대학교 화공과  이미경  

충남대학교 화공과  이선아  

충남대학교 화공과  이진혁  

충남대학교 화공과  이찬기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희월  

충남대학교 공업화학과  전준표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주혁종(0)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최재신  

충남대학교 화공과  최재은  

충남대학교 화공과  최호석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필호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권정돈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가공실험실 정영헌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손창완  

충북대학교 화학과  강종구  

충북대학교 공업화학과  김공수(0) 

충북대학교 공업화학과  김태경  

충북대학교 화학과  신재섭(0) 

충북대학교 화공과  이경민  

충북대학교 공업화학과  이민희  

충북대학교 공업화학과  이지원  

충북대학교 공업화학과  임장규  

충북대학교 공업화학과  정태욱  

충북대학교 화공과  홍봉택  

충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원기(0) 

충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성철(0) 

충청대학교 화공과  김홍수(0) 

코스모산업(주)연구소   윤여활(0) 

크린크리에티브(주)중앙연구소  이일재  

태광산업(주)중앙연구소   이흥재(0) 

평화오일씰공업(주)재료부 재료연구과 이동원  

평화특수고무(주)  윤병선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강병일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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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강은영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강정훈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강진호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공도일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권  균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김광수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김대철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고분자연구소 김도환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김동환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김용석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김우하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김태현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김현수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김현철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김황용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박대호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박민수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박상민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박수진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서병욱  

포항공과대학교 고분자연구소  송명원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송영걸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고분자연구실  신권우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양상윤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양회창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오남근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유성일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윤상현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윤여일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이병두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성준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이재영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준석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이찬우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장세명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정운용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고분자연구실  정종철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조은철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지준호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최경호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최수환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한중탁  

포항공과대학교 화공과  황민규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윤  숭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유기재료실  김진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고분자연구팀  이동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고분자응용연구팀 정병국  

하니웰코리아(주)Fluorine Products  이규열  

한국 GLC   서상철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허동섭(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센타  강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트라이볼로지연구센타  고영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과학연구센터  권익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하이브리드센터  김건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김동영(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김수현(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센터  김수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과학연구센타  김영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뢰성평가센타  김영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노환경연구실  김용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기능재료연구실  김재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하이브리드  김종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김준경(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센타  김준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박  민(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재료소자연구센타  박기홍(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센터  박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과학연구센타  배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막기술연구센타  백영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재료소자센터  손상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응용과학부  손연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하이브리드센타  심준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연구부  안병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트라이볼로지연구센타 오경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하이브리드연구센터 우영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원종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센터  유영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재료소자연구센터  유재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하이브리드연구센타 이건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과학부  이배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 하이브리드센터  이상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초임계유체공정연구실 이윤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과학부  이정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하이브리드센터  이창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부  임순호(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센터  임정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센타  임혜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노환경연구실  임효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센타  전오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촉진수송분리막  전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하이브리드연구센터 정범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재료소자연구실 정성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센터  정승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과학연구센타  정혜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과학연구센타  조용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실  주상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촉진수송분리막연구단  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과학부  하형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cfc대체냉매센터  허영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하이브리드센터  홍승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센터  홍종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황태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트라이볼로지센터  지한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재료소자  박석진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강능은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강현아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고승원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고영관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고종성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구종민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특성고분자연구실  권영길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김경선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김기엽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김만원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김미경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김미영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김연규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김원선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김윤경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김윤준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응용레올로지연구실) 김정용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김종훈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과학과  김홍기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나광명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명인호(0)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민현성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박상엽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박인수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박종혁  

한국과학기술원 생물화학과  박태관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변호연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성시준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응용레올로지실험실)  송명훈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신문식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안  택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양지원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엄지용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오태환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윤동기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윤성수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윤현주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윤효진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이몽섭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이성남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이영기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이유경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이재민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이재성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이재준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이종우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소    속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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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이진우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이진이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이태우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과학과  이해신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이호철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이효산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인인식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임상혁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임시경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임용택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정병준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조국영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조훈제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최남순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최용석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최원묵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한보령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한철종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함형택  

한국과학기술원 화공과  허명철  

한국과학기술원   전만성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정수호  

한국다우코닝연구소   김수홍  

한국델파이(주)기술지원실  신형석(0) 

한국바스프(주)연구소   손경호  

한국바스프(주)연구소   이관희  

한국베트로텍스   노명환(0) 

한국사이나미드(주)품질관리부  이문성(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화공과  한신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학생물연구팀  김명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료공정연구실  김백진(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학생물기술연구팀 노아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섬유기술개발센터  변성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기술팀  심진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학생물연구팀  이용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임대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섬유청정센터청정공정연구팀  

 허  훈(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학기술실용화센타 황석호(0) 

한국석유공업(주)기술연구소   김상수  

한국석유공업(주)기술연구소   이호규  

한국신발피혁연구소 고무.접착제연구팀 김구니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재료2연구실  김선준(0)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재료2연구실  유종선 

한국신발피혁연구소 고무재료연구팀  성종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고분자합성연구실 윤정식  

한국신발피혁연구소 고무재료연구팀  임성욱  

한국신발피혁연구소 고무재료연구팀  허수환  

한국신소재(주)대표이사  김진운  

한국신소재(주)  허한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타  신경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타  진창수  

한국에어프로덕트(주)기술연구소  임태준(0) 

한국에어프로덕트(주)기술연구소  조미경  

한국에어프로덕트(주)기술연구소  최용해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대구지원  전영민  

한국원자력병원 세포생물학연구실  김천호  

한국원자력병원 생체조직재생연구실  손영숙  

한국원자력연구소 중성자물리실  성백석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영수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재료연구부  박효열  

한국전기연구원 재료분석실  심대섭(0) 

한국전기연구원   윤문수  

한국전기연구원 절연재료연구실  한동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명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초기술부  정태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지기술팀  김광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천기술연구  김용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천기술연구소  박승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천기술연구본부 신동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천기술연구본부 이정익  

한국접착제응용연구소   권상영(0)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소 제1연구실  장윤진  

한국췌도이식(주)  윤태욱  

한국타이어(주)중앙연구소 기술연구부  김상구(0) 

한국통계서적   김명호(0) 

한국포리머(주)연구소 구매과  박형근(0) 

한국포리올(주)연구소  송기천  

한국포리올(주)부설연구소  이상호  

한국포리올(주)연구소  이상목(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표준부  김종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연구부  이상현  

한국화인케미칼(주)부설연구소  이병철(0) 

한국화학연구원 생체의료고분자실  강조아  

한국화학연구원 소재2팀  강희정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2팀  김선이  

한국화학연구원 소재2팀  김승학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생  문대식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1팀  박재찬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2팀  서동일  

한국화학연구원 소재2팀  서선아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2팀  신유식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2팀  신필경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2팀  안태군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2팀  오정민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2팀  윤복영  

한국화학연구원 분리막다기능소재연구센터 윤형구  

한국화학연구원 신뢰성평가센타  이경미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기술연구부  이규완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2팀  이동헌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3팀  이수홍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1팀  이은하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1팀  이정분  

한국화학연구원 신뢰성평가센타  이종배(0)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부  장유신  

한국화학연구원 염료염색가공연구센타 전  근  

한국화학연구원 화학  전동주  

한국화학연구원 생체재료고분자연구소 정제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 3부  정택규  

한국화학연구원 분리소재팀  제갈종건  

한국화학연구원   조미숙  

한국화학연구원 생체의료고분자실  조선행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부 1팀  조성윤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2팀  최명규  

한국화학연구원 소재2팀  최진산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부  한미정  

한국화학연구원 소재2팀  허건영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부7팀  허윤정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2팀  황혜진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1팀  김효주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1팀  오근진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1팀  심종천  

한남대학교 고분자학과  금종각  

한남대학교 전자재료연구실  오동주  

한남대학교 고분자학과  오세행  

한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이순창  

한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장민철  

한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전혜진  

한남대학교 화공고분자공학부  정성일  

한남대학교 화학과 재료화학연구실 신인선  

한밭대학교 공업화학과  강유진  

한밭대학교 공업화학과  김동원  

한밭대학교 화공과  홍성욱  

한서대학교 화공과  정광보(0) 

한양대학교 화학과  강영종  

한양대학교 응용화학부  강종석  

한양대학교 화공과  경영빈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고성진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곽동성  

한양대학교 화학과  금소현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남준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김대식  

한양대학교 응용화학부  김병수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성수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김숙영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승애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김연국  

한양대학교 고분자연구실  김우근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김우승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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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김장기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김정환  

한양대학교 응용화학부  김종만  

한양대학교 섬유공학과  김종혹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김지혜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 화학과  김진열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김학성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마성준  

한양대학교 화학과  문인규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  박계리  

한양대학교 화공과  박승배  

한양대학교 섬유공학과  박준욱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고분자재료(연) 박현진  

한양대학교 응용화학부  박호범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서인영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서지수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성윤정  

한양대학교 화학과  손민석  

한양대학교 화공과  신재용  

한양대학교 화학과 유기박막연구실 안상정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안성국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양남철  

한양대학교 화학과   엄성용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윤동규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이광화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이금예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이동선  

한양대학교 화학과  이민정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이상민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이상봉  

한양대학교 화학과  이상은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이상헌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이수창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이영우  

한양대학교 섬유공학과  이완덕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이원실 

한양대학교 화학과  이은아  

한양대학교 화학과  이정근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이현주  

한양대학교 화학과  임광희  

한양대학교 신소재화학과  임진규(0)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분자열역학연구실 장봉호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장정규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전현욱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정성훈  

한양대학교 화공과  정우영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정호진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조도광  

한양대학교 화공과  조항규(0) 

한양대학교 화학과  주재범  

한양대학교 화공과  주현석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지은경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채한기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최상민  

한양대학교 화학과 유기박막연구실  최영민  

한양대학교 화학과  최진우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하재웅  

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함완규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대학원)  허지연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홍성란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홍영표  

한양대학교 화학과 고분자연구실  황자영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김일권  

한일합섬(주)기술연구소   김성룡  

한화석유화학 중앙연구소 신소재연구센타 이상필 

한화종합화학(주)부품 P&G 1팀  이선석  

해동화학(주)대표  김종훈(0) 

현대석유화학연구소   박동규  

현대엔지니어링플라스틱 개발팀  김정신  

현대자동차 비금속재료연구팀  정기연  

현대자동차(주) 비금속재료연구팀  임양수  

혜전대학교 공업화학과  조석형 

호남석유화학(주)연구2실  REX 팀  이승욱 

호남석유화학대덕연구소 연구3실  최기호 

호서대학교 화공과  강박광(0) 

호서대학교 생명과학과  박주훈(0)

호서대학교 첨단산업공학과  이찬우(0) 

호원대학교 공업화학과  최상구 

홍성화학연구소   권태신  

홍익대학교 화공과  박내정(0) 

홍익대학교 화공과  신지원  

홍익대학교   오영숙(0) 

홍익대학교 화공과  윤상영  

홍익대학교 화공과  정경훈  

홍익대학교 화공과  류권영  

홍익대학교 화공과  전민호  

홍익대학교 화공과  이기욱  

ADMS Tech.   배유리 

Dow Corning Korea 기술(연)   양형일  

Dow Corning Korea 기술연구소  정종선  

DPI Solutions 연구소   임승욱  

FAG 한화베어링연구소   박창남(0) 

HAAKE 아시아태평양지사 시바헤그너 내 김승록  

HUVIS연구소   김봉섭  

ICI 우방(주)  유재근(0) 

JAIST   허강무  

LG전선 전력연구실  이형석  

LG전자기술원 소재연구소  김희정  

LG화학 EPOBU  오종만  

LG화학 기술연구원 아크릴TS&D 센타  박광명(0) 

LG화학기술연구원 PVC연구소  곽현규  

LG화학테크센타 응용기술팀  오영탁  

LG화학테크센타   진호영  

M.K. Chem. Tech   우기용  

M.K. Chem. Tech.   박희대  

M.K. Chem. Tech.   윤용진  

POINTek   이태형  

SK R&D센터   옥명안  

SK에비텍 기술연구소   박인하  

SKC중앙연구소 Corp R&D  장민식  

URAY   황공현(0) 

   박영목(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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