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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명단 (2018. 1. 21.~2018. 3. 20.)

종신회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회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조성민	 효성 김도완	 SK이노베이션

진			의	 강원대학교

오현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기영	 경북대학교

Phule	Ajit	경상대학교

김숭연	 고등기술연구원

신동희	 고려대학교

이승철	 고려대학교

최홍일	 고려대학교

정인환	 국민대학교

이효섭	 도레이첨단소재

지원호	 롯데비피화학

조영준	 롯데케미칼

최윤화	 삼성엔지니어링

조숙형	 서강대학교

황효진	 서강대학교

도메니코	프라띠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인호	 서울여자대학교

임형섭	 (주)석경에이티

예인수	 성균관대학교

박관우	 (주)씨젠

김상욱	 아주대학교

김영훈	 연세대학교

이승구	 울산대학교

Mendoza	Joseph	Albert

		 인하대학교

Kamal	Musthafa	Khaja	Mohaideen

		 전남대학교

Thangarasu	Sadhasivam

		 전남대학교

김경수	 전북대학교

Palanisamy	Gowthami		

		 조선대학교

우상혁	 중앙대학교

Reddicherla	Umapathi

	 충남대학교

추학보	 (주)카프로

오광민	 		평택에너지서비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봉	 폴리피아

박진모	 한국가스공사

주유경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의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경회	 한국바이켐

안형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종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경일	 한전전력연구원

김재엽	 호서대학교

엄태식	 홍익대학교

임지영	 화학물질안전원

정민지	 		C1리파이너리사업단/

서강대학교

이지훈	 Columbia	Univ.

남철우	 GS칼텍스

변혜령	 KAIST

남형석	 KIER

권태훈	 KIST

김희숙	 KIST

손현태	 KIST

정향수	 KIST

조영석	 KIST

최재우	 KIST

김진철	 KRICT

이장용	 KRICT

조성윤	 KRICT

강은희	 LG하우시스

박인성	 LG하우시스

안형웅	 Univ.	of	Edinburgh

학생회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현욱	 건양대학교

박재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정민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병기	 경북대학교

이재원	 경북대학교

이현권	 경북대학교

강수빈	 경상대학교

김경민	 경상대학교

위수한	 경상대학교

김형욱	 경희대학교

김혜진	 경희대학교

심연희	 경희대학교

안철우	 경희대학교

장지윤	 경희대학교

정연규	 경희대학교

정진욱	 경희대학교

조아름	 경희대학교

Hoang	TuanViet	 경희대학교

Hua	Yongbiao	 경희대학교

Loy-Benitez	Jorge	 경희대학교

Sial	Qadeer	 경희대학교

Xiangyun	Xiao	 경희대학교

박지영	 계명대학교

김도훈	 고려대학교

김민정	 고려대학교

김봉우	 고려대학교

김상수	 고려대학교

김승환	 고려대학교

김영지	 고려대학교

오재환	 고려대학교

이상진	 고려대학교

이선재	 고려대학교

이정섭	 고려대학교

이현지	 고려대학교

장영은	 고려대학교

조문경	 고려대학교

최용규	 고려대학교

최진원	 고려대학교

Carino	Ann	Charise				공주대학교

오건웅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이정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서동주	 광주과학기술원

최소영	 광주과학기술원

웬황호이	 군산대학교

김수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주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황경민	 동국대학교

조민희	 명지대학교

조치형	 명지대학교

Diane	Clare	Tiongco					명지대학교

Gebremichael	Gebremedhn	Tekeste

		 명지대학교

Mengesha	Daniel	Nigusse

		 명지대학교

Quiambao	Raguindin	Reibelle

	 	 명지대학교

Tatek	Shiferraw	Bezawit

	 	 명지대학교

Zerihun	Desalegn	Bezawit

	 	 명지대학교

배서준	 부경대학교

남수명	 부산대학교

산무가순다람	 부산대학교

Sakuntala	Mutyala	 부산대학교

김소은	 상명대학교

이지은	 상명대학교

최영은	 상명대학교

김만중	 서강대학교

김성일	 서강대학교

김성학	 서강대학교

김유연	 서강대학교

김은석	 서강대학교

김주찬	 서강대학교

박광우	 서강대학교

박천일	 서강대학교

배영광	 서강대학교

안희성	 서강대학교

이영재	 서강대학교

임종표	 서강대학교

정재권	 서강대학교

곽형렬	 서울대학교

김동찬	 서울대학교

남기훈	 서울대학교

유동주	 서울대학교

이경록	 서울대학교

이병준	 서울대학교

임형주	 서울대학교

전희수	 서울대학교

홍승기	 서울대학교

정용성	 서울시립대학교

고아라	 성균관대학교

권예림	 성균관대학교

김무경	 성균관대학교

김선화	 성균관대학교

박용만	 성균관대학교

박희연	 성균관대학교

신강호	 성균관대학교

김수현	 순천대학교

원오훈	 순천대학교

Perumal	Silambarasan

		 순천대학교

양혜진	 순천향대학교

이다은	 순천향대학교

김가연	 아주대학교

박진수	 아주대학교

백승민	 아주대학교

서해운	 아주대학교

신명훈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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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명단 (2018. 1. 21.~2018. 3. 20.)

학부생회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안지희	 강원대학교

이지성	 강원대학교

문정인	 경기대학교

문정인	 경기대학교

신승훈	 경기대학교

전호열	 경기대학교

강호성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지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최용선	 경북대학교

이경현	 경상대학교

김현식	 공주대학교

박혜영	 공주대학교

안진영	 공주대학교

양지원	 공주대학교

윤석현	 공주대학교

장원석	 공주대학교

조예지	 공주대학교

황규목	 공주대학교

정세현	 금오공과대학교

박순영	 대구대학교

김민광	 동국대학교

노해성	 동아대학교

이훈석	 동아대학교

김동건	 동양대학교

김수민	 동양대학교

김연준	 동양대학교

전수정	 동양대학교

박성재	 명지대학교

서범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형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류수민	 서울시립대학교

원은빈	 서울시립대학교

유하린	 서울시립대학교

하수봉	 서울시립대학교

임수연	 순천대학교

이동현	 순천제일대학교

권성재	 영남대학교

김동언	 울산대학교

권성준	 인천대학교

이성민	 전북대학교

허성일	 전북대학교

오승우	 중앙대학교

임진섭	 한경대학교

이현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회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동철	 아주대학교

정수교	 아주대학교

조재성	 아주대학교

김경주	 연세대학교

김남근	 연세대학교

김민수	 연세대학교

김범준	 연세대학교

김성순	 연세대학교

김세민	 연세대학교

김지원	 연세대학교

노소영	 연세대학교

박완제	 연세대학교

양갑필	 연세대학교

오세호	 연세대학교

이승재	 연세대학교

장영호	 연세대학교

전태석	 연세대학교

정윤아	 연세대학교

정종엽	 연세대학교

조윤준	 연세대학교

조재완	 연세대학교

조준희	 연세대학교

최예리	 연세대학교

홍석훈	 연세대학교

로디오크	찻자이						울산대학교

나은빈	 인하대학교

신연주	 인하대학교

오철우	 인하대학교

조연평	 인하대학교

김준호	 전남대학교

박성호	 전남대학교

송재관	 전남대학교

양수민	 전남대학교

정종환	 전남대학교

박재형	 전북대학교

지건구	 전북대학교

김			진	 중앙대학교

남상인	 중앙대학교

박병준	 중앙대학교

박윤수	 중앙대학교

서지원	 중앙대학교

우호영	 중앙대학교

윤동열	 중앙대학교

이서린	 중앙대학교

조건희	 중앙대학교

홍윤건	 중앙대학교

구윤정	 창원대학교

김태광	 창원대학교

정창훈	 창원대학교

카셥	파틸	창원대학교

Gaikwad	Sanjit									창원대학교

정영민	 충남대학교

Nguyen	Ngoc	Anh			충남대학교

Deshmukh	Aarti	Rajendra

		 충북대학교

박진철	 (주)하나테크/순천대학교

수텟문	 한경대학교

아궁하리사푸트라					한경대학교

여채은	 한국교통대학교

이민지	 한국교통대학교

송은주	 한남대학교

전락영	 한밭대학교

김소영	 한양대학교

남경아	 한양대학교

서의현	 한양대학교

양지원	 한양대학교

장은광	 한양대학교

황해중	 한양대학교

박은지	 홍익대학교

오지환	 홍익대학교

Raya	Shimeles					홍익대학교

김건주	 KAIST

김리율	 KAIST

김세호	 KAIST

김유나	 KAIST

김윤정	 KAIST

김지용	 KAIST

김진성	 KAIST

김희정	 KAIST

박제일	 KAIST

서혁준	 KAIST

송자연	 KAIST

양동수	 KAIST

이동현	 KAIST

이영준	 KAIST

정진홍	 KAIST

주			용	 KAIST

추현원	 KAIST

Sohail	Muhammad	 KIER

김성은	 KIER

박훈범	 KIER/경북대학교

이종민	 KIER/전북대학교

진			송	 KIER/전북대학교

하은비	 KIER/충남대학교

김영재	 KIST

김윤도	 KIST

양보람	 KIST

한치헌	 KIST

김인겸	 KIST/고려대학교

강채원	 POSTECH

박기태	 POSTECH

이유진	 POSTECH

이지아	 POSTECH

임세준	 POSTECH

정아영	 POSTECH

정연수	 POSTECH

주미은	 POSTECH

하재환	 POSTECH

한슬기	 POSTECH

한유진	 POSTECH

황재성	 POSTECH

고우진	 UNIST

목정훈	 UN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