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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도서관명    도서관명  도서관명 

경북대학교 부속도서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구. 상주대학교) 도서관

경성대학교 도서관 

경일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국방과학연구소 자료실 

국방품질관리소 기술정보실 

국회도서관 수서과 

금오공과대학교 도서관 

금호폴리켐(주) 연구소 

단국대학교 율곡기념 도서관 

대구한의대학교 중앙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동덕여자대학교 도서관 

동양공업전문대학 도서관 

 동양제철화학(주) 중앙연구소  

목원대학교 도서관 

배재대학교 중앙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부천대학교 몽당도서관 

삼성SDI 정보센터 

상명대학교 도서관 

서경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산업대학교 도서관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요업기술원 기술도서실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율촌화학(주) 영업기획팀 

인하공업전문대학 도서관 

인하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주대학교 도서관  

포항공과대학교 도서실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한국기술교육대학 도서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료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자료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도서관 

한국유리공업(주) 한국유리R&D센터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소  

한서대학교 도서관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백남학술정보관)

한양대학교 안산도서관 

(주)화승알앤에이 기술연구소 

LG MMA 기술팀 

2008년도 특별회원사 및 종신회원ㆍ정회원 명단 

특별회원사    
 

회 사 명  우편번호 주      소 

(주)동진쎄미켐 

(주)디피아이 

삼성토탈 (주) 

삼화페인트 (주) 기술연구소 

(주)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엔에이치케미칼(주) 

(주)엘지화학 기술연구원 

(주)웅진케미칼 

제일모직 (주) 

한국바이린 (주) 

한국쓰리엠 

한국화학연구원 

한화석유화학 (주) 

현대자동차 (주) 남양연구소 

호남석유화학 (주) 

화인화학공업 (주) 

(주)효성 

KCC 

S-Oil (주) 연구소 

SK 케미칼 

121-200 

430-030 

356-874 

425-836 

446-729 

100-080 

305-380 

730-707 

153-080 

451-870 

445-360 

305-600 

305-345 

445-855 

156-012 

404-250 

431-080 

446-912 

689-890 

135-847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46-8 서평빌딩 8층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615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 

경기 안산시 성곡동 677 5바 301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14-1 

서울 중구 북창동 21 해남빌딩신관 222호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1 

경북 구미시 공단동 287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경기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866-1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374-5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00 

대전 유성구 신성동 6 

경기 화성시 장덕동 772-1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67 롯데관악타워빌딩 

인천시 서구 가좌동 525-6 수출산업공단 5단지내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1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83 

경남 울주군 온산면 산암리 20-9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8-1 SK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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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20일까지의 회원명단입니다.  

※ 누락되었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으시면 학회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요. 
 

종신회원   

 

[가톨릭대] 강인남 박종욱 

[강릉대] 심상연 

[강신산업(주)] 박창순* 

[강원대] 유혁상 인교진* 정영미 

[강태규고분자연구소] 강태규 

[거원기술] 손원중 

[건국대] 권윤정 유영태 윤문구 임  찬 조재환 최명석 

 허  탁 허정림* 

[건국대 자연과학대학] 김환기  

[경남대] 서은덕 안영철* 이대식 차성극 

[경남정보대학] 허광선* 황일주 

[경북대] 강인규* 곽기섭 김영규 김우식* 김태정 김한도 

 민경은 박수영 박이순* 서관호 송동익 염정현 윤근병 

 이동호* 이태종 임용진 정인우 조광수 지병철 최진현 

[경상대] 권순기* 김윤희 김진국* 남상용* 박종만* 백우현 

 윤성철 이기창 

[경성대] 허근태* 

[경원대] 김선경 

[경일대] 성우경 이석기 이원철 전일련 제갈영순* 최호상 

 한명진 허만우* 

[경희대] 김갑진 김성수* 김영철 김정안 김홍두 박재형 

 백남철 백상현 송기국* 이준열* 주동준 최지원 

[계명대] 노승백 박영태* 변홍식* 안원술 하기룡* 

[고등과학원] 이기호 

[고려대] 최동훈* 강상욱* 김우년* 김환규 문탁진 박용두 

 서광석 송광호 안동준 윤호규* 진정일 현재천 홍석인 

 홍성연 

[고려대 안암병원] 이규백 

[공주대] 고영수 김형중* 방문수* 서정목 손영곤 임진형 

 조국영* 

[관동대] 김용무 

[광운대] 김대흠 나재식 윤도영 

[광주과학기술원] 김동유 김영하* 박지웅* 배유한 윤태호* 

 이재석* 전상용 태기융 

[국립부산공업대] 손세모 

[국민대] 김진열 

[국방과학연구소] 김수영 김진석 박보영 손  홍 원용구 

 윤남균 홍명표 

[군산대] 김석준 이희연 

[(주)그린폴] 윤영균 

[금오공과대] 권오형* 김재훈 박일현 방대석 윤관한 이상철 

이종근 장진해* 정영규 조동환* 최이준* 황도훈 

[금호석유화학(주)] 이관영 이호설 최남선 

[금호타이어 기술연구소] 손봉영 

[금호화학연구소] 김성주 

[기술표준원] 김용주 이명웅 이용무 최형기 

[나노부품실용화센터] 김상호 

[(주)나노코] 이종두 

[(주)나노테크닉스] 김용민* 

[녹십자의료공업(주)] 엄달호 

[다온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수열* 

[단국대] 강두환* 김오영 김호동 박상순 양재건 윤기종 

 이준엽 정일현 정평진 조병기* 조준한* 지동선* 최승재 

 한정련 

[대구가톨릭대] 김영진 

[대구대] 권영환* 서영수 

[대길호제] 정태극 

[대법원] 반용병 

[(주)대양화학] 장종우 

[대일화학공업(주)] 이백휘 

[대한솔루션(주)] 권회현* 

[대한유화공업(주)] 강수철 정영태 

[대홍교역] 이기준 

[더블유에이블(주)] 최원근 

[덕양산업 수원연구소] 곽성복 

[덕지산업(주)] 김종수 

[도레이새한(주)] 김순식 박병식 

[도레이새한(주)기술연구소] 서창호 

[동국대] 김병식 성용길 

[동덕여자대] 김운배 진병석 

[동명전문대학] 조의제 

[동부하이텍] 박현길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 민태익 

[동서공과대] 박차철 

[(주)동성 NSC] 김광수 김치중 이순종 

[동성화학공업(주)] 김동욱 원종헌 이재명 최민섭 

[동아대] 이상호* 이양헌 이재욱 장상목 

[동양유지] 오병창 

[동양제철화학중앙연구소] 김종수 

[동우화인켐(주)] 금동기 김상태 김세훈 김옥형 김용연 

 박동필 박일성 백영근 서종철 심창보 양민수 이가연 

 이종순 임거산 장주열 조민성 최주희 

[동의과학대학] 장진규 

[동의대] 이종백 

[(주)동진쎄미켐] 이부섭 

[디지탈스킨랩] 황규호 

[DKSH코리아(주)] 장승필 

[메사츄세츠대] 배영철 

[명지대] 박홍수 우종표 

[모야프라스틱] 정봉진 

[목원대] 계형산* 신경철 정익수 

[미시건 주립대] 박환만 

[(주)미원] 유영학 

[(주)바커케미칼코리아 기술연구소] 최용해* 

[배재대] 김영백 조성준 

[보영화학(주)] 박태형 

[부경대] 구철회 김주현 민성기 박성수 서차수 오대희 

 이  봉 이원기 임권택 

[부산대] 고광락 김병규 김  일 도정윤 박상욱 백현종 

 서홍석 송기원 우한영 이장우* 이진국 정일두* 조남주 

 조원제 조현혹 진성호* 최석철 하창식 

[부산대 밀양캠퍼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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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타코스] 김영대 

[삼성전자] 김태한 

[삼성종합기술원] 권오현 박용영 박종진 박준용 

[삼성코닝(주)] 이성수 

[삼성토탈(주)] 이  원 최창현 

[삼성SDI 중앙연구소] 박경윤 

[(주)삼양사] 조성호 

[삼양중앙연구소] 김 도 

[삼양화성(주)] 김경원 

[삼영전자(주)연구소] 김경호 

[삼육대] 김남정 

[삼익정공(주)] 진문영 

[삼척대] 최선도 

[삼척산업대] 김영식 김형소 

[상공물산(주)] 김준수 

[상주대] 박재경 최현국 

[새한화학] 이범상 

[서강대] 문봉진 백운기 신관우 연속간행물 담당자 이재욱* 

 이후성 이희우 

[서경대] 김환건 

[서남대] 김형순 

[서울대] 강태진 고석원 곽승엽 권동일 김노수 김대진 

 김상용 김성련 김성호 김장주 김현중 박수영 박종래 

 서용석 손병혁 안철희 안태완 유효선 윤도영 이윤식 

 이종찬 장정식 장지영* 조원호* 조재영* 조종수 차국헌 

 탁태문 

[서울산업대] 김용범 노인섭 류민영 정택상 

[서울시립대] 김상욱 

[선경건설(주)연구소] 이규현 

[성균관대] 김덕준 김영준 김주성 김지흥* 김진환* 김태호 

 남재도*  박연흠* 안정호 이두성* 이영관* 이준영* 조미숙 

[세림TTC] 임성택* 

[세명대] 임학상* 

[세종대] 서영수 원종옥 최성신 

[(주)세화] 김직태 

[송인교육아카데미] 심재후 

[수광CT] 이철수 

[수산중공업] 김청수 

[수원대] 김정호 박문수* 이성재* 전병철 정경호 정대원 

 홍영근 

[숙명여자대] 노광현 

[순천대] 김명렬 나재운* 도춘호 박소영 박영훈 우명우 

 장미경 정창남* 

[순천향대] 김동학 이윤배 

[숭실대] 곽영제* 김영호 김주용 이상원 정영진 주상우 

 허완수 

[신라양행] 장성봉 

[신성대학] 김학주 

[신성이엔지] 신선호 

[신화유화(주)] 차덕재 

[(주)쎄코텍] 전경진 

[씨엠에스테크놀로지] 김시석* 

[아성무역(주)] 최병권 

[(주)아이컴포넌트] 김인선 

[아주대] 권오필 김광섭 목영일 박기동 이분열 이석현 

[(주)아펙] 심명식 

[안양공업고등학교] 강복원 

[양지기업] 이재석 

[(주)에셀] 이재우 

[SSCP(주)] 구정기 김화중 

[(주)SK] 이건채 

[SK(주)] 박종률 황규면 김연식 

[SK옥시케미칼(주)] 윤대욱 허  달 

[SKC(주)] 윤 숭* 

[SK대덕기술원] 이병형* 

[에스케이씨 중앙연구소] 박  훈 양창선 

[(주)에스케이씨] 최준식 

[A&D 컨설턴트] 윤재석 

[HSC] 심준택 

[(주)엔바이오넷] 김학길 

[LS전선] 배헌재 이건주 

[LG건설] 신현주 

[LG화학] 박정옥 유진녕 이경우 이찬홍 장석기* 차혁진 

 박정규 

[엘투와이] 여학규 

[여수대] 김윤섭 

[연세대] 김경림 김동호 김은경* 김종학 김중현* 류두열 

 박철민 이명수 이선종 장우동* 정운룡 정찬문 최향희 

 한학수 

[염색기술연구소] 이기풍 

[영남대] 김봉식* 김성철 김준호* 노석균* 서길수* 손태원 

 윤원식 이승우 장동호 

[영남이공대학] 김수창 

[오린] 안영옥 

[요업(세라믹)기술원] 이동진 

[요업기술원] 이상천 

[(주)우신켐텍] 채제욱 

[우진페인트(주)] 최광석 

[울산대] 류광선 윤구식* 정진석 정한모* 

[원광대] 박대희 

[유상공업(주)] 김기용 

[(주)유원컴텍] 조성능 

[유한킴벌리(주)] 안중우 

[이녹스] 장경호* 

[(주)이래화학] 김동훈 

[이화여자대] 김동하* 

[인벤티브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신동준 

[(주)인스텍] 황재영 

[인제대] 이범종 이주연* 허도성* 

[인천대] 김태현 홍종달 

[인천지방중소기업사무소] 서상운 

[인하대] 권용구 김철희* 남세종 마석일 박봉준 박수진 

 설  창 심상은 원영무 윤진산* 이강흡 이덕출 이범성 

 이한섭* 임상균 정성택 진인주* 진형준* 최순자 최형진 

[(주)잉크테크] 정광춘 

[잉크테크] 조현남 

[자동차부품연구원] 윤주호* 

[재능대] 정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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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김수경* 김재문 김진봉 김택현 류동일* 박혜령 

 송기찬 양갑승 오인준 유봉렬 이기영* 이무성 이선우 

 임균택* 임기표 조성효 채규호* 최창남 한은미 허양일 

[(재)전남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산업육성팀] 김동호 

[전북대] 강길선* 김완영 김종석 김학용 김환철* 나창운 

 송경근 이대수* 이명훈 이연식 이종문 정용식 

[전주공업전문대학] 문명룡 

[제일모직(주)] 권익환 김대식 김동현 김중인 도재구 

 박병규 손창호 안준환 우상선* 이규철 이병도 이영실 

 이영준 전재욱 조성우 최진환 하두환 홍창민 

[조달청] 김오곤 

[조선대] 김준섭* 김현경 신용진 조병욱 조성동 조성휴 

 최재곤* 홍진후 

[조선이공대학] 권중근 

[중앙대] 김창근* 오경화 이종휘* 장석규 

[진로산업(주)연구소] 임호석 

[진양화학공업(주)] 송승헌 

[창원대] 문규열 이  수 

[창진화학] 강인순 

[천보화학] 이 성 

[청주대] 오데레사 

[충남대] 김영진* 김정수* 김형일 류주환 맹기석 백두현* 

 센피얼 송해영 양성윤 이기윤* 이범재 이승구 이택승 

 주창환 최준식 최호석 한명완 허강무* 홍성권 황택성* 

[충남산업대] 김영준 

[충북대] 김대수 김영조* 

[충주대] 김경민 김성룡 김홍경 민병각 이지훈 인인식 

 임정혁 

[카톨릭대] 윤창주 

[캠-크랜드 코리아(유)] 유병태 

[(주)케미텍] 최병오 

[(주)KD Chem] 서장혁 

[KCC] 김범성 이상선 이윤만 최승엽 최형천 임종찬 

[코스맥스(주)] 김창규 

[코오롱 유화(주) 연구소] 성익경 

[코오롱그룹중앙연구소] 김경아 김충부 윤경근 

[코오롱패션머티리얼(주)] 노환권 

[태진공업사] 이중성 

[(주)태평양] 이상린 

[평화오일씰공업(주)] 조치호 

[포스코 기술연구소] 오택수 

[포항공과대] 김기문 김영걸 김원종* 김진곤* 박찬언 

 박태호 이문호 이시우 이태우 장태현* 정진철 조길원 

 진왕철* 한세광* 

[포항제철 기술연구소] 류진호 

[(주)폴리머 닥터] 이성율 

[(주)폴리플러스] 강상용 정상진 

[플러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권오식* 

[FITI 시험연구원] 김유겸 

[한국 상-고방 베트로텍스(주)] 한상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임식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진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김승진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주)] 박기홍 

[한국공학한림원] 여종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곽순종 권익찬 김광웅* 김동영* 

 김재진 김정엽 박건유 송수창 안광덕* 이화섭 정서영 

 정일남 조성무 진병두 최철림 한동근 홍순만 홍재민 

 황승상 황의정 

[한국과학기술원] 김상욱 김상율* 김성철* 김진백 도영규 

 박오옥* 박정기 배병수 심홍구 양승만 우성일 임선기 

 장호남 정인재 정희태 조훈제 최인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변선호 이상호 

[한국기술교육대] 구자경 남병욱 조을룡*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김태헌 도정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명준 유의상 이영철 임대영 전현애 

 최경호 

[한국솔베이정밀화학(주)] 정기석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이진혁 천제환*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김탁규 

[한국원자력연구소] 김환영 윤병목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천호 

[한국전기연구원] 강동필* 한동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도이미 박승구 백남섭 정명애 정상돈 

 조봉규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정영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양유성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민경주 

[한국해양대] 김윤해 

[한국화이바] 정  발 

[한국화학연구원] 강영구 김동욱* 김승수* 김영철 김용석 

 김진수 박인환 변두진 송봉근 신동근 신병철 신세문 

 신원석 안  택 오세균 원종일 원종찬 윤성철 이규호 

 이미혜 이성구 이재락 이재민 이재흥 이창진* 이해방 

 전  근 정현민 최길영* 한미정 홍영택* 

[한남대] 송현훈 육순홍 윤국로 이광섭* 이수민 이진호 

전용구 정성일* 최선웅 최성호 

[한림대] 손정인 

[한밭대] 고장면 김상헌 전종한 홍성욱 

[한보니스코(주)] 김상기 

[한석소재] 한경덕 

[한솔기술원] 권오승 

[한양대] 강영종 강용수* 김낙중 김동국* 김동원 김병철* 

 김성훈* 김종만* 김진우 김진일 김춘기 노시태 박보현 

 배영찬* 서경도* 서동학 손대원 신한승 신흥수 이근용 

 이민형 이영무* 이용균 이주성 이해원* 임승순* 장영욱 

 조창기* 차옥선 최규석 최영엽 최윤석 한양규* 허영우 

 황의철 

[한화그룹종합연구소] 민병권 

[한화석유화학 중앙연구소] 양정은 

[(주)해룡실리콘] 지원영 

[(주)헵스켐] 최근배* 

[현대석유화학(주)] 최청렬 

[현대엔지니어링플라스틱] 강창균 

[현대자동차 선행개발센터] 최치훈 

[현대자동차(주) 환경기술연구소] 유태욱 

[현대EP(주)] 정하식 

[호남석유화학(주)] 김세훈 김정수 김창규 김척기 류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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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희수 이안기 지호진 최창휴 

[호마기술] 마경석 

[호서대] 임대우 최운섭 

[(주)호성석유화학] 최진석 

[호원대] 서원동 

[홍익대] 권석기 김성명 신동명 전창림 

[(주)화승실업기술연구소] 류인휘 

[화승인더스트리] 박태석 심영인 

[효신기업(주)] 이유건 

[(주)효성] 김용원 홍순용 

[Hyosung USA, Inc.] 전영관 

[흥일합성공업(주)] 김동영 

[히가시야마필름] 정종구 

[외국(미국)] 김종목 현건섭 

[개  인] 김용훈 김원택 김은영 김점식 남상빈 노익삼 

 맹성재 박태기 변재황 변형직 서영준 서환규 심정섭 

 유  혁 윤인선 이기정 이덕원 이덕표 이도익 이서봉 

 임동호 조의환 한만정 홍성일 

 

정회원   

 

[가톨릭대] 이은성* 

[가톨릭대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원] 전흥재* 

[강원대] 강영진 이상영 

[건국대] 문두경 표승문 Mohammad Luqman 

[경북대] 박병대 카림무하마드레자울 

[경상대] 박영욱 

[경성대] 박동규* 이송희 

[경신전선] 박성근* 

[경원대] 박정환 이동기 

[경희대] 권일근 김성은 류승훈 박선희 서인선 이기자 

 정성인* A. Anand Prabu 

[고려대] 권영완 오유경 주진수 방준하 이기화 정현욱 

[공군 항공기술연구소] 김익식 

[공주대 화학공학부] 황의환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주 이광희 Xu Xiaoyi 

[구미1대학] 장상희 

[국민대] 정현석 조진한* 

[국방과학연구소] 김재경* 민병선 현형수 

[국방기술품질원] 박병찬 

[군산대] 김석순 

[그린피아기술(주)] 박성현* 

[금오공과대] 민병길 김한기 

[(주)금호연구소] 한민현 

[금호석유화학(주)] 김상민 김승수 윤승희 이수노 이전구 

 이형재 장연희* 허승무  

[길림화공학원] 김범용 

[김천대] 홍기헌* 손광호 

[나노베스트 (주)] 김성규 

[(주)나노이닉스] 국준원 

[(주)나노팁] 이동재 

[내쇼날스타치] 박광현 

[넥스원퓨쳐] 박기영* 

[단국대] 공명선* 김종규* 김형수 마영대* 이인호 

[달라스치과] 정문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김대환 김현철 성시준 이성준 

 이세근 정상원 

[(재)대구테크노파크 나노부품실용화센터] 조성우 

[대륭기업(주)] 박덕제 배재규 

[대림산업 대덕연구소] 송교상* 

[(주)대우인터내셔널] 김대영* 

[대우화학] 오한호* 

[(주)대원포리머] 고상희* 

[대하맨텍] 차승환* 

[대한전선(주)기술연구소] 민경대 

[대한폴리텍] 정윤길* 

[덕양산업 수원연구소] 김영삼 

[도레이새한(주)] 김상필 문기정* 서정태* 

[동국대] 임종주 

[동아대] 설수덕* 

[동양실리콘(주) 기술연구소] 오창우* 

[동우화인켐] 황순호 

[동의과학대학] 이만성 

[동일고무벨트(주)] 최희석* 

[(주)동진쎄미켐] 곽은진 유재원 이동혁 이호진 

[동해케미칼공업(주)] 조호윤 

[(주)두본]현동호* 

[(주)두산전자BG 연구소] 최철규 

[두산전자] 조성흔 

[DK 유아이엘] 남행우* 

[듀폰코리아] 강재익 

[로디아 폴리아마이드(주)] 이광상 장이욱 

[롬엔드하스 전자재료 코리아(유)] 강희경 

[(주)롯데대산유화] 김태현* 

[르노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 임성민 

[마크로산업] 홍순영* 

[명지대] 오응주 

[모딘코리아 유한회사] 오승택 

[목포대] 김상률* 

[미래나노텍(주)] 김동열* 

[미원상사] 박광배* 김우근 

[바이엘] 임융 

[바젤케미(주)] 김숙연 김준호 

[범문사] 임재춘* 

[(주)베리콤 기술연구소] 김원호 오명환 

[부산대] 김미라 김원호* 김한도* 박성수 송수희 윤웅찬 

 이상진 이재범 진영읍  최영선* 티아가라잔 산무감 

 한동욱 

[부산대 밀양캠퍼스] 김홍성* 

[부성 폴리콤] 이성조* 

[비엘테크(주)] 배진우* 

[(주)사임당화장품] 윤경섭 

[(주)삼성전기] 곽정복 오남근 윤금희 윤상준 이근용 이상문 

 이화영 임성택 조재춘 

[삼성 SDI(주)] 안성국 이승묵 

[삼성전자] 배준원 윤동기 이광희 

[삼성정밀화학] 백현호 송민규 신동윤 홍유성 

[삼성종합기술원] 김광희 최용석 최윤혁  Xavier Bulli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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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코닝정밀유리] 염종훈 

[삼성토탈(주)] 이영주 조재환 박병선 

[(주)삼양사] 고영주 구명술 노형진 유승찬 이준희 조정환 

 차동환 홍성민 

[삼양제넥스연구소] 류  훈* 

[서강대] 오세용* 조규봉 

[서울대] 김형준 김효정 변영로 신규순 유미경 유영민 

 윤경환 이기훈 이신두 허  준 현진호 

[서울산업대] 박  근 

[성균관대] 강수정 배진영* 부용순 안종현 유필진 이준호* 

 정동준* 정지훈 조승현 조은범 주수화 

[성신여자중학교] 우찬웅* 

[세끼스화인켐] 이동훈 

[세원화성(주)] 양재흥* 

[세일콘] 황인동* 

[세종대] 이원목 홍성철 

[(주)셀가드코리아] 이상화* 

[수산고분자(주)] 김근배* 

[수원대] 김은옥 

[순천대] 조규진 

[숭실대] 조정호 

[(주)스노젠] 이용준 

[C&P 케미칼] 이관형* 

[(주)아이컴포넌트] 김양국 이기호 황상일 

[아주대] 신치범 정윤기 

[(주)아해] 마영길* 손종원* 최재원* 

[RPI] 양회창 

[SK 대덕기술원] 이영근 

[SK R&D센터] 이제안 

[SK 에너지] 김정환* 박재현 김용경 

[SKC(주)] 이돈철* 

[SKC 필름연구소] 명범영 

[SSCP(주)] 곽승조 김준범 남종철 민경범 이대성 이지혜 

 배현민 

[(주)에스폴리텍] 최용혁 

[(주)에이치아이 코퍼레이션] 김재성 

[FAG 한화베어링연구소] 한효섭 

[에치투엘(주)] 김종표 

[LG Display] 박동식 

[LG마이크론] 서영욱 이상명* 이혁수 홍범선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 이경섭* 정재수 정승영* 

[LGS] 이동우 

[LS전선] 김환기* 박영호 임화준 정민수 

[(주)LG화학] 강성욱 고완희* 김준규 김철승 박민춘 

 박승영 손정만 신대영 신동석 안정헌 오선옥 오성준 

 윤남영 윤성철 이석진 정연욱 

[(주)엠아이텍] 이주호* 

[연세대] 이강택 이상엽 함승주 히마드리 

[영남대] 김재홍 류원석 신부영* 한성수 

[오스템 임플란트 뼈 과학연구소] 이배훈 

[오앤에스] 차미경 

[요업기술원] 임형미 최형우 

[웅진코웨이] 문유진 

[원익머트리얼즈] 정성진 

[월드투브] 김상옥 

[(주)유신메티칼] 신기호* 

[유티오] 마이클리 

[U. Akron] 김광제 

[이코넥스(주)] 이상엽* 

[(주)이폴리머] 황진택 

[이화여자대] 김연상 전동원* 정병문 Chi Bo Dinakaran  

 Kannaiyan 

[인성크로마텍(주)] 윤근성 

[인제대] 김양수 이우경 

[인하대] 김승현 육지호 이광희 전한용* 

[일진나노텍(주)] 조신제 

[자동차부품연구원] 양도현 오미혜 윤여성 

[(주)자이로] 목동엽*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허재호 

[재료연구소] 윤희숙 

[재활공학연구소] 이지연 

[전남대] 강신영 김진환 박영준* 박인규* 홍창국 

[전북대] 길명섭 이동원 이수형 이승희 정광운 

[전자부품연구원] 김영훈 박성대* 

[정우화인(주)] 김형주* 

[정의산업] 정규완* 

[(주)제노스] 정인권 

[(주)제이에스아이] 김혜경* 

[(주)JSM] 이규세* 

[제일모직(주)] 김준명 박선호 백지원 오인환 유용식 

 정재훈 조현용 홍재근 

[조광페인트(주)기술연구소] 박재홍* 

[조선대] 김근형 민경두 손정선 조대원 최수경 한덕희 

 홍완해 

[(주)동성화학 기술연구소] 서판석* 

[(주)아원] 오경근* 

[주영산업] 성준학 

[중앙대] 박주현 유지연 

[(주)진영R&S] 김훈섭 박병준 

[충남대] 광가 김소연 남영식 박원호 이영석 함문석 

[충북대] 류상욱 신재섭 

[충주대] 이용규 

[GS칼텍스 중앙기술연구소] 강현민 장철준 최우진* 

[KCC] 박종윤 이성열 

[KH바텍] 박태광* 

[KMH(주)] 권정우 

[KPX 케미칼(주) 울산공장] 정휘국* 

[케이엔디티앤아이(주)] 홍종팔* 

[케이엘에이치(주)] 정지영 

[(주)케이엠에이치] 심배선 

[켐코정밀] 한영주* 

[켐포유] 황진만* 

[코리아본뱅크] 정홍희 

[(주)코스탯아이앤씨] 강도균* 

[(주)코오롱중앙기술원] 김진우 남궁현 박인숙 오정민 

[큐시스] 박수철 

[크로다 우방(주)] 유재근* 

[태광산업 중앙연구소] 이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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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성환경연구소] 김석만 

[(주)태양기전] 김평석* 

[(주)태화산업] 원종우 

[특허법인 다울] 노경규* 

[특허청] 김건형 

[포천중문의과대] 이수홍 

[포항공과대] 권오관 신태주 아야나 시바 이진우 전상민 

 류창열 사  미 조동우 Mamoru Okada 

[(주)폴리사이언텍] 전승호 

[폴리켐코리아(주)] 이동원 

[폴리크롬] 양시영* 

[(주)하나이화] 정경훈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박동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민재 구종민 김경곤 김상헌 김세훈 

 김수현 김재경 김재훈 김준경 김희숙 박  민 박귀덕 

 백경열 손경인 유재웅 이현정 임순호* 임창근 장성연 

 전창주 

[한국과학기술원] Xia Guodong 김만원 박태관* 이재헌 

 최은영 홍원희 박수아 임현의 최경린 최성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센터] 백윤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최원산 

[한국델파이(주)] 이태영* 

[한국도서센터] 박형상* 

[(주)한국라티스 부설 HLC연구소] 김시형 

[한국바스프(주)] 이만우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김장엽* 이용상* 

[한국산노프코] 김현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정진 고소희 고재훈* 김경수 김백진* 

 김재구   김정열   김현아 문인규 박윤철 박  인* 손하영 

 신승한   심재윤   안경환 안유선 염제성 이경우 이상국 

 이성구   이정희   이충호 이형찬 이혜정 임은희 한형순 

 홍석관   황석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기술지원본부] 장덕례 

[한국석유공업(주)기술연구소] 임성은 

[한국신발피혁연구원] 김구니 김성옥 정부영 천정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진수 최영우 한성옥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분소방사선연구원] 고범석 손준용 신준화 

 황인태 

[한국원자력연구원] 강필현 김현빈 신진욱 임윤묵 전영규 

 정연준 최재학 박종석 전준표 정찬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정남용 

[한국전기연구원] 나문경 박효열 한중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광만 김용준 김철암 노용영 전호석* 

[한국타이어(주)] 강철한 김정헌 박동명 안용진* 윤재룡 

 이호섭 임남익 정영필 최낙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김경문 

[한국화학연구원] 신동오 최유정 가재원 김  석 김  선 

 김문석 김수지 김은경 김지영 나형준 남소연 남승은 

 도윤정 맹지영 문상진 박유인 박인준 석혜정 유지은 

 이광원 이상구 이수복 이혜영 임종선 정영주 정재욱 

 제갈종건 최종호 최준규 하종욱 형신종 

[한남대] 김태동 오세행 

[한농화성] 김동조 

[한불화장품(주)] 표형배* 

[(주)한수] 이창근* 

[한스바이오메드] 서석진 

[한양대] 곽진석 김병수 김용희* 김재훈 성명모 아쇽나뉴사가 

 안희준* 조용우* 

[한일이화(주)중앙연구소] 김동원* 

[한화L&C] 김성근* 류승희* 

[헨켈홍성(주)] 권태신 

[현대 EP (주)] 이규종 

[현대모비스(주)기술연구소] 김민선 

[현대에너셀(주)] 최성훈 

[(주)협진화학] 김도형* 

[호남석유화학] 고영관 김창연 신동명 이진원 함석민 

[호서대] 박주훈* 

[화승 T & C] 김태균* 송종훈 하광주 

[(주)회명산업] 배홍기* 

[(주)효성] 권익현 김준형 박인철 방현진* 

[휴비스 R&D센터] 이광희 

[(주)휴텍스] 이효정 

[(주)흥일폴리켐] 김원동* 

[개 인] 김상옥 

 

학생회원   

 

[가톨릭대] 김수강 박영일 박정은 석창훈 윤혜선 최윤석 

[강원대] 강미경 권택관 박신영 배우미 양시아 이정임 

 이청희 조성민 최재형 최지숙 홍연지 

[건국대] 고유선 김성배* 김성영 김지혜* 김현희 김효중 

 노경진  라나 스라벤드라 문광길 박재은 산토쉬쿠마예다브 

 서동완 송관욱 심교승 원종우 원종우 이성권 이우정 

 이장용* 이장우 임영돈 임태훈 정영기 최승우 최연길 

 허수원 

[건일제약] 엄윤식 

[경북대] 권경림 권혁용 김동훈 김민관* 김은정 김은진 

 김현석 김혜련 김혜정 김호동 남성호 도미애 문갑수 

 박동호 박미정 박민정 박은정* 박재형 박해윤 배상수 

 배현수 사자드헤더   셀림칸루자만   소재용 손현준 

 송준철 신민정 심상헌 싱즐챠이 오은정 유언주 유은수 

 이동열 이민주 이상민 이소민 이승수 이왕은 이윤호 

 이은미* 이은정 이현우 이현주 이홍열* 임현주* 장허신 

 정순용 정인태 정인태 정희준 조귀정 조인목 지현미 

 황혜민 

[경상대] 고미진 곽병윤 김진우 김태훈 동티도나가 등  욱 

 박성진 박종원 왕작가 위한아 이동희 장정훈 장진수 

 정미애 정삼봉 조청화 주진욱 최현성 함팽도 허재혁 

 황해영 

[경성대] 김충기 박경용 이준성 

[경원대] 윤정민 황지예 

[경희대] 강아름 고다현 고혜진 김근석 김만수 김명규 

 김민정 김민정 김소예 김아영 김유민 김유정 김은지 

 김진흥 김태환 김현기 김현진 라해진 모한라자 문지수 

 박건희 박종호 박현웅 박효영 배민수 서예정 신성식 

 신승현 안용환 안진만 양경희 오도윤 위엔천 유에단 

 윤  선 윤영필 이경모* 이몽룡 이상미 이선희 이수행 

 이유성 이정복 이종걸 이진호 이희경 장현석 전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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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하 정기호 최기영 최성란 최윤영 최진희 한송이  

 투옹 두이손       한아름 허동녕 RAMASUNDARAM 

[계명대] 김태근 박기호 박성환 황기섭* 

[고려대] 강민정 권대홍 김광호 김기현 김미숙 김민수 

 김범준 김성관 김성환 김세용 김정주 김지문 김태준 

 김태진 김형석 민경태 민윤홍* 박동혁 박성규 박성찬 

 박세희 박준우 배상원 서강득 손호진 신동명 신지원 

 엄유경 위경량 유미상 윤소정 이광세 이동현 이상호 

 이석호 이수현 이용백 이윤균 이진우 장선호 장용균 

 전민아 정재호 정진선 정현중 조미연 조성기 조아라 

 조용태 조은혜 최종학 한윤덕 홍영기 황동준 황태현 

 Nguyen Xuan Sang 

[공주대] 고홍석 구효선 김미리 김성복 김혜라 박정일 

 배정아 신대식 오형진 윤영기 윤진호 이상연 이정숙 

 이창일 임재우 채진석 최종섭 

[광운대] 이동현 허기영 

[광주과학기술원] 강남구 강범구 강석주 강홍규 공재민 

 권순철 김건태 김근진 김동윤 김민규 김명숙 김  선 

 김선희 김영제 김인복 김자영 김정환 김주환 김태수 

 김택경 김형수 김혜진 나석인 류재설 모혜림 문수영 

 민준근 박보희 박아름 박은선 박진호 박철민 배재성 

 백강준 백관열 백형철 샤     성대경 손효경 신원정 

 심유진 안영경 오승환 유미경 유병관 유진영 윤무주 

 윤진문 이병훈 이상철 이재원 이정필 이종만 이한나 

 임보규 장수영 전은주 정명환 정형구 정효숙 조범균 

 조영경 조  장 최원일 최유나 최준걸 최효성 한민구 

 홍보희 홍재철 Fevzi han Basarir 

[국민대] 김영훈 김인표 김태욱 박정주 백지웅* 송은아 

 우학용 이복영 이세련 이찬우 

[국방과학연구소] 이홍석 정상기 

[금오공과대] 강동진 강성혜* 강창헌 고재억 고정호 권미리내 

 권지영 김광현 김기현 김대근 김대연 김성경 김성환* 

 김영진 김유나 김정은 김정환 김진명 김철주 김현태 

 김흥규 남정은 리메이루 문현곤 미동보 민웅기 박규태* 

 박미란 박재하 박종수 배근열 복성희 서영호 신지은 

 안용호 엄재훈 오종회 유  성 윤재홍 윤진태 이기영 

 이병훈 이선영 이성진 이은우 이재영 이종현 이종훈 

 이충희 이태식* 임재영 전병진 정규연 정진아* 정충화* 

 정해득 조이석 조주열 진실로 최광혁 최일환 한재일 

 현정민 황광춘 황상하 

[단국대] 김문수 김영엽* 김유빈 김재현 김지혜 김홍석 

 김효갑 나상보 박민수 서주희 손호민 송광현 양시열 

 염주선 육경수 이강영 이병일 이재윤 이재훈 이주미 

 전순옥 전영민 정승용 주철웅 최미경 황한수 신영환 

 조  초 

[대한유화공업(주)] 신영준* 

[동아대] 박경규 

[동우화인켐] 유현선 

[동의공업대] 신상훈* 

[(주)마크로켐텍] 이홍주 

[명지대] 김경환 김천기 양성식 원유덕 

[배재대] 이다연 정정아 

[부경대] 김원수 민준호 박상준 박영수 박정배 신  웅 

 유혜리 이미영* 이민영 정미선 정재목 최지영  

 Md. Daloar Hossain MD.미자누르하흐만 

[부산대] 강미정 강성문 공진연 구영란 김동조 김미래 

 김민경 김민섭 김보경 김성철 김수연 김영근 김은희 

 김준국 김지언 김치완 동복평 디  박 류태인 명성현 

 박순민 박윤환 박진수 박진아 박현주 박혜정 박희목 

 비  누 비  잘 서현숙 선가람 송명관 송영민 신남호 

 신인애 심성섭 심주영 아레야 안유하 안인용 안진희 

 예지명 오상현 오재민 왕  정 우주연 유다영 윤경진 

 윤선주 이명진 이명진 이상준 이수경 이수빈 이승민 

 이승준 이언미 이유진 이인규 이종엽 이태성 이해청 

 장  림 장성일 전한수 정동희 정민영 정민철 정보화 

 정상욱 정소미 정유인 정은재 정은화 정재연 조현란 

 채은아 최면천 최형주 최희영 카  림 하스닌 하유리 

 하주영 한호석 허아영 황재철  

[삼성전기] 이용덕 

[삼성종합기술원] 홍석환 

[삼성토탈(주)] 최연범* 

[삼성SDI 중앙연구소] 김준영* 

[서강대] 권계민 길이진 김강욱 김경일 김순중 김영범 

 김희정 박나리 윤동환 이승규 이은정 이종석 진희석 

 정슬기 최현상 홍지현 황태룡 윤지영 

[서울대] 강  효* 강상욱 강승균* 강지훈 강호림 고연조 

 공혜영 권윤성 김경오 김경태 김기세 김기현 김덕호 

 김동균 김두영 김명진 김무곤 김민수 김민수 김병각 

 김성곤 김성은 김세훈 김소연 김용호 김우진 김유경 

 김정희 김종완 김종현 김주은 김지헌 김진우* 김진형 

 김태안 김태훈 김태희 김형기 김형우 김호섭 김호연 

 남영민 노상택 다난자이 로히다스 류수열 류현수 목순천 

 문정미 문제익 박나리 박노활 박미란 박소영 박수범 

 박영준 박은유 박준모 박준범 박준하* 박지원 박진우 

 박형선 배진우 서지연 서효선 선인철 손정곤 송주영 

 양원석 양태욱 염봉준 손해성 송윤정 오경환 오성묵 

 오세원 오진경 오한진 왕혁식 우상혁 우은택 오혁근 

 유귀덕 유병용 윤벼리 윤영식 은대경 이건실 이경희 

 이미숙 이경진 이민정 이봉준 이상익 이성일 이승용 

 이승준 이승철 이신우 이용건 이원기 이윤규 이장열 

 이재성 이재인 이재현 이제욱 이종환 이지영 이지원 

 이진우 이진희 이현표 이혜민 임  호 임동혁 임미정 

 임윤희 임형준 임형택* 장도영 장성신 장재준 전상미 

 전승민 전재덕 정근수 정병문 정연숙 정연오 정원익 

 정재승 정재연 정재웅 정정우 정지영 조수경 조영식 

 조요한 조용현 조우정 조재준 조준혁 조충연 조화연 

 조환희 차상호 차의준 채승용 최권용 최문정 최병호 

 최영은 최인경 최현진 최홍수 클라우디네   해증기 

 허  근 허정윤 홍진기 홍진용 황동렬* 황리라 보민영 

 황종학 Sibylle Syamkumar V. Mulpuri Thorsten Vehoff 

[서울시립대] 전호승* 한진규 

[성균관대] 강성우 고영훈 고정민 구본재 김동욱 김민상 

 김슬기 김승일 김연수 김영훈 김종복 김주현 김지희 

 김태미 김혜인 김홍정 김희성 뉴엔또화이    뉴옌트룽 

 단리결 레이징 레황신 루숸딩 류무선 문종록* 민선홍 

 박동규 박상호* 박수진 박제섭 박태호 백선희 뷔탄선 

 서광원 소문경 손상익 신보미 오석빈 오준석 오향란 

 우지애 유동근* 윤현숙 이  혁 이구현 이상환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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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찬 임  맹 장건수 전병국 정직한 최규범 최웅환 

 최채석 하태민 한지은 홍광현 홍정미 박찬진 

[세종대] 김민철 김용범 배성근 송민주 우주한 윤테우엔 

 이동기 이종훈 이철범 임송희 정우람 주상일 최희정 

[수원대] 구태상 이경훈 이종혁* 장효상 전현열 전형주 

[순천대] 김동곤 남정표 박준규 배병옥 정  현 허선행 

[순천향대] 고  원* 김영균* 정재엽* 

[숭실대] 김다영 김현선 라상희* 박기룡 박하얀 배꽃하얀 

 양대혁 양주희 이광훈 이은주 이희동 함명조* 한태환 

 황홍구 

[(주)아이컴포넌트] 박승우 

[아주대] 강원석 김배영 김보은 김은미 김진호 김필주  

 김효섭 나성재 남광현 민재기 박경민 배진우 성종언 

 송영아 수지스 오춘희 윙   유진아 이유진 이재혁 

 이종화 장징보 최종훈 추나집 

[안국약품] 윤주용 

[LS전선 연구소] 임정은 

[연세대] 강대일 강석주 강윤아 강진영 김규태 김도윤 

 김보경 김봉준 김선영 김은정 김은혜 김정근 김정훈 

 김태희 김호중 나이두 동현배 문경수 박상필 박새미 

 박연아 박연정 박요셉 박태호 박홍관 방도연* 배인성 

 백제훈 성진우 송영규 신창학 안형주 양재문 오정준 

 오진영 유리빈 유정목 유환철 윤승민 윤유림 윤치중 

 이광일 이근탁 이동규 이성원 이영민 이은지 이인호 

 이재민 이창형 임은경 장미령 장은지 장지연 정영환 

 정은경 정희준 제진아 조성열* 조은민 조필성 차범준 

 최주영 최지혜 최진선 파타카무리 고빈다이아  

 한미라 함수진 홍동제 홍우성 황윤균 황철강 황태원 

 황현석 

[영남대] 고재왕 곽건영 구자정 김나리 김대섭* 김대현 

 김석훈* 김유현* 김준연 김지윤 누옌티듀휴옌   민영훈 

 설지강 양유석 오경일 윤석영* 이건민 이  돈  이상현 

 이연진 이영재 이정관 장우열 전세미나 정원욱 조효정 

 최선희 최영철 칸모듀수프   팜나탄  하  단 한비비 

 홍석언* 홍원표* 

[요업기술원] 구안나 성기호 윤여명* 윤준호 

[울산대] 김무성 김민석 이유록 이희백* 장진영* 조윤복* 

 최상협 허인은 

[이화여자대] 김미희 김주희 박민희 전은선 조민경 최혜민 

 김은혜 김진영 이민정 이지수 임성희 장윤희 주민경 

 차민아 최보규 최윤영 한진옥 Saji Thomas Kochuveedu 

[인제대] 강수용 김성철 김진향 박아름 박예지 원동선 

 이가영 장한나 진선미 최은철 로시니 오영석 오돈치메 

[인천대] 유민지 

[인하대] 강민성 강병욱 강순곤 고승우 고윤수 권세력 

 권순민 권하일 김광복 김광현 김규보 김기석 김나영* 

 김돈영 김민지 김예슬 김용현* 김은정 김응수 김주현 

 김진숙 김태곤 김하나 김혜미 김혜현 김훈식* 박기호 

 박동민 박미선 박은주 박치영 박한선 서영자 송강현 

 심재훈 안지혜* 양이슬 오주현 우지윤 유광식 유영단 

 유영창 윤미경 윤영수 윤정현 윤효정 이경민 이규호 

 이보미 이승규* 이정우 이정훈 이준호 이진욱 이찬섭 

 이태화 이학준 임헌배 장  과 장석구 장애정 장운자 

 장운자 전현정* 조윤진 차봉규 천  펑 최기운 최수연 

 최진규 한혜경 홍상현 홍성호 홍은표 홍진호* 황규희 

 황덕율 

[전남대] 강일호 강효경 공태웅 곽종원 김  원 김건지 

 김근아 김대성 김명진 김보람 김수미 김순희 김영국 

 김영진 김유석 김윤태 김종훈 김효주 니구옌딘흉  

 리오후이 모종현 무자파 박슬기 박정수 박종학 배윤주 

 백명진 백미옥 백지훈 서윤아 선경복 세익페힘아바멘 

 소정원 송광석 안식일 엄승훈 오승현 오아영 위성유 

 윤석영 이길성 이상신 이선숙 이세현 이우균 이종영 

 이준호 이준희 임지영 임지예 전나리 전진한* 정수현 

 정우호 정진숙 정홍련 조재송 조정웅 주기영 진광용 

 진현호 채성원 최경태 최위건 최진희 트롱 쾅 트렁 

 프라부 한송이 홍현혜 홍희경 황민진 황주영  

 Gaihre Babita Madhab Prasad Bajgai 

[조선대] 고광환 김구환 김희선 문종원 신춘희 양환석* 

 윤두수 이수진 조황우 최유성 최은선 한창호 황경준 

[중앙대] 권유미 김효미 박세현 박인경 박철호 송정오 

 유선화 이민경 임현구* 전미영* 정유선 최혜민 호환기 

[경상대] 김득주 

[창원대] 박상희 진석환 

[충남대] 강은옥 곽찬규 권상규 김경환* 김대근 김둘이 

 김민일 김보열 김상진 김세욱 김은아 김은정 김연환 

 김재정 김정재 김태중 김태현 김현식 김효철* 박승욱 

 박은주 박일규 박지훈 손복기 안미영 양민호 오애리 

 유종민 육군영 윤주미 윤주호 윤영일 이  립 이병민 

 이선영 이소영 이정효 이종섭 임수진 임재원 임정혁 

 임지선 장기혁 정권영 정민정 정  임 조병민 주  예 

 지민호* 지상철 진혜승* 최국종 최은미 최창형 홍인림 

[충북대] 강지예 김민정 최현정 김선희 민지혜 박진권 

 박철순 강상욱 강완철 김경찬 박현규 변지현 안수나 

 안효진 이광희 이동희 이선희 이홍관 임종관 전인엽 

 최은경 함영록 

[충주대] 김유진 강병선 강소현 고일웅 김동원 김명종* 

 김문희 김상석 김선경 김원호 김준기 김현경 김혜민 

 류일한* 박꽃피네 박송이 박연진 서동범 손재호* 신용훈 

 안용철 유기문 유화영 윤성훈 이명재 이장순 임승원 

 장래윤 장주희* 전석용* 전종환 전효진 정부경 정은선 

 정훈섭* 표수현 한동석 홍조영 Choudhury Moinul Haque 

 Md.Khaled Parvez MD.NURUNNABI 

[(주)코이즈] 최지선 

[(주)큐엔탑] 임진규* 

[타코마 테크놀러지] 곽봉규 

[포항공과대] 공지현 곽동훈 권승철 권영수 권원상 김  민 

 김가희 김기수 김기현 김미희 김세현 김수경 김영석 

 김영탁 김정훈 김종수 김주현 김진철 김혜정 남궁란 

 남수지 남수진 란셩 리우      로영습 롱첸 치우 

 문홍철 박기태 박삼대 박상병 박영돈 박용범 박정규 

 박종환 박필성 배두식 변진석 봉효진 서혜정 손세진 

 송인우 시야홍 왕        심명선 심종민 심치영 안선영 

 안성일 양승윤 양정아 양찬우 염준석 오은주 옥창우 

 윤원민 윤진구 이다미 이동규 이동윤 이동훈 이문찬 

 이승구 이승환 이영민 이위형 이정규 이정인 이종원 

 이지황 이택준 이현준 이화성 임규현 임정아 장윤석 

 장재영 전금혜 전하영 정남철 정대성 정정운 정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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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조원준 주원철 주진명 최단비 최연주 최현호 

 하정국 한성현 홍기표 

[폴리메리츠] 장영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남수 강상욱 권용진 권혜영 김경희 

 김광호 김도균 김명희 김미내 김민아 김민형 김보리 

 김상훈 김상희 김수현 김수희 김영민 김유희 김장일 

 김준성 김지현 김현주 김현지 김형태 남승웅 남지선 

 노선영 류현욱 문미진 박상준 박윤덕 박은혜 박인수 

 박정원 박찬진 배순언 수해리 신홍섭 안수미 어용석 

 오경아 오혜진 유아림 이  란 이병홍 이선희 이소진 

 이혜진 이희승 임유경 임혜진 정선영 정영미 정현진 

 정현택 조성배 조은옥 조항규 차명화 최규진 최동훈 

 최승석 최희덕 홍기연 홍영기 홍유진 황선나 황지영 

 Moorthy 

[한국과학기술원] 가두연 공병선 공호열 구광회 구세진 

 권순용 권요한 김  화 김경희 김도엽 김동현 김목원 

 김봉훈 김수민 김완근 김윤호 김정학 김정환 김지성 

 김지윤 김지은 김천수 김혜영 김화규 김효식 나정훈 

 나희석 뉘엠콕닷 도창우 모나애 목혜정 무하마드 임란 

 문미희 민창수 박금환 박노진 박무진 박선미 박성규 

 박소현 박승학 박원민 박제영 박종화 박지선 박지영 

 박찬우 박호석 사석필 서명은 성경아 소순용 신동옥 

 신선해라 신선희 심태섭 안도원 양경모 엄영식 오근환 

 오준균 왕동환 우승아 유덕만 유지은 유해욱 윤상천 

 윤은경 윤일한 윤제문 이경미 이규리 이덕현 이동진 

 이선화 이수경 이수정 이수현 이승우* 이영철 이원준 

 이제남 이주민 이준영 이지선 이지혜 이지환 이행근 

 이혁진 이현정 이현진 이형민 임보경 장형식 전지혜 

 전환진 정경호 정보경 정성준 정영관 정용철 정원석 

 정인환 정지현 정현수 정현정 조영욱 조은경 진정호 

 최봉길 최영아 최지수 최홍균 하선퉁 하헌주 하현대 

 한영달 한태희 허병광 허용준 허재원 현우진 

[한국기계연구소 부설재료연구소] 박선영 

[한국기술교육대] 문우주* 이미숙* 이용희 임창혁 정동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효일 김남현 김현기 박미영 양윤식 

 우명식 장유진* 정민재* 주형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승희 송성섭 심경자 이민우 최혜영 

[한국원자력연구원] 강성아 강태규 경비 권성진 권희정  

 서동권 

[한국전기연구원] 강영택 김석준 김선영 김준석 우종석 

 이현화 장혜미 

[한국화학연구원] 손영교* 강지혜 고하나* 김경숙 김은철 

 김지현 김진우 박윤준 박은영 박지영 백기완 변재경 

 송민경 안현희 오재민 오형석 옥정림 윤경석 윤수진 

 이정화 이주영 이준혁 이학성 임재필 임현석 장하나 

 조인희 편원희 

[한남대] 김대욱 김시조 김인걸 김정선 김태형 김태호 

 김환수 남중현 도티국 류정호 민병철* 박상철 박은영  

 박재흔 박정현 배인애 박지애 박진순 박찬이 심운보 

 송병철 양대수 양지훈 오근상 오연흥 유석근 이성형 

 이종진 이희훈 임성묵 임재건 임천수 장경국 장성환 

 전혜진 정다정 정래훈 조완진 차영준 최규민 최희예 

 표수호 B. R. Pant PREM PRABHAKARAN 

[한밭대] 명교림 

[한양대] 강길준 강창수 강철이 고윤석 공경표 구보미 

 구준모 권순용 김남주 김덕기 김동기 김민섭 김법수 

 김상준 김상현 김상훈 김선옥 김성만 김송이 김수진 

 김영균 김원중 김은주 김재동 김지완 김진우 김준우 

 김태완 김필수 김호상 김홍진 문효승 박광균 박남구 

 박선준 박성배 박소연 박수일 박은수 박준규 박홍현* 

 방석호 백일웅 백희열 서연주 서재식 선아영 손범권 

 손지은 신교민 신영민 심수연 심재용 안수정 양수정 

 양정윤 양정호 양희석 여태윤 염정석 염태욱 염현식 

 오석영 오유진 오진우 육주영 윤경수 윤보라 윤연희 

 이강석 이고은 이상인 이선미 이송이 이수미 이유진 

 이장욱 이재원 이재은 이정수 이제권 이주섭 이주헌 

 이주현 이지혜 이청일 이태진 이한나 이한샘 임내균 

 임정섭 임정호 임형석 장경훈 장은호 전라선 전상수 

 전인동 전정이 정다복 정미혜 정상철 정재경 정정하 

 정준혁* 정현진 조영석 조재필 조  진 진요정 최명찬 

 최석조 최영찬 최희준* 한  연 한수정 한주현 함미현*  

 허지현 황교성 황기호 황두성 황성연 황진욱  

 Jamarosliza MUNIRA 

[호남석유화학 대덕연구소] 고성록 

[홍익대] 신성의 이상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강희만 

[개 인] 조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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