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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국화학공학회 회원 명단

특별회원 	

(2019년 11월 현재)

단체명 대표자 전   화 주   소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문동준 02-6961-111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시그니처타워 동관 10~14층)

남해화학 이광록 061-688-5500~1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384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김상우 02-3708-300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대한상공회의소빌딩 10층)

대한석유협회 김효석 02-3775-05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SK증권빌딩 10층)

도레이첨단소재 이영관 054-479-6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전경련회관 35~36층)

동서석유화학 채종경 02-253-7617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108-70 

동진쎄미켐 이부섭 02-6355-61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1(KGIT센터 23층)

롯데케미칼 임병연 02-829-41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롯데월드타워 16층)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윤석정 02-3014-17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SEI타워 20층)

알앤에프케미칼 박동일 031-790-1315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 613호

여천NCC 김재율, 최금암 02-6050-2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26(센트로폴리스빌딩 B동 7층)

S-OIL
후세인 A. 
알-카타니

02-3772-5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SK가스 윤병석 02-6200-8114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SK건설 안재현 02-3700-71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SK케미칼 김  철, 전광현 02-2008-20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LG MMA 나상업 02-6930-3800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98(LG서울역빌딩 23층)

LG하우시스 민경집 02-1544-189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ONE IFC 빌딩 15~19층)

LG화학 신학철 02-3773-1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LG 트윈타워)

GS E&R 정찬수 02-2005-2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GS강남타워)

GS EPS 김응식 02-2005-8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GS강남타워)

GS칼텍스 허세홍 02-2005-1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GS강남타워)

하도 옥평권 032-683-7080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5

한국석유화학협회 문동준 02-3668-6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여전도회관 601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02-3469-84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유니온빌딩 3층)

한화케미칼 김창범 02-729-270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한화빌딩)

한화토탈
권혁웅,  

장막 오테로 델발
041-660-6107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현대오일뱅크 강달호 02-2004-3000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연세빌딩 20층)

회명솔레니스 한창호 041-620-2300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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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2019년 11월 현재)

단체명 전화 직장주소

강원대학교 화학공학과 033-250-6330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053-950-5623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도서관 053-950-6513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 053-950-5615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상대학교 화학공학과 055-772-1780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일대학교 화학공학과 053-600-536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02-3290-329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공주대학교 화학공학부 041-521-935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국방과학연구소 자료실 042-821-3761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051-200-7717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양미래대학 도서관 02-336-0267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45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031-330-696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051-629-6420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산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051-510-143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삼성SDI(주) 중앙연구소 031-8006-373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02-705-84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경대학교 학술정보관 02-940-70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2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02-336-02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02-880-7067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02-6490-65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 02-6490-236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031-290-724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 031-220-2528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순천대학교 화학공학과 061-750-3580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향대학교 나노화학공학과 041-530-1358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 02-820-06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신성대학교 도서관 041-350-1110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대학로 1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031-219-238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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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전화 직장주소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02-2123-2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053-810-3604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053-810-2510/20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052-259-2247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전공 02-3277-686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032-860-7295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전남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061-659-7290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062-530-1820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조광페인트(주) 기술연구소 051-366-950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5번길 148

충남대학교 화학공학과 042-821-568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043-261-237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청대학교 도서관 043-230-204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길 38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 054-279-254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록 77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054-279-27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보운영부 043-750-1266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042-350-223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042-350-390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기계연구원 도서관 042-868-76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도서관 042-860-37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정보팀 042-868-219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989번길 1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도서실 042-868-54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한국화학연구원 홍보팀 042-860-7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042-821-15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02-2220-05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화학공학과 031-400-527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호서대학교 학술지원과 041-540-5167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79번길 20

홍익대학교 화학공학전공 02-320-1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단체회원 	

(2019년 1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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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학생회원 및 학부생회원

*는 종신회원

강원지부

[강릉영동대] *김홍선

[강릉원주대] *김한수  *박대규  박지수  손은경  연영주 

 *염승호 이소희 이완서

[강원대] 고창웅  곽영진  권영중  김교선  김문경  김민성

 김서윤 김성우 *김승수 김여정 김예슬 김지예

 김지은 김진철 김충록 *김형소 박규훈 박기훈

 박상헌 *박수행 박태욱 박희호 배동섭 백용석

 사혜진 송혜정 심우형 심윤섭 안지희 양희승

 오지균 용태현 *윤덕현 윤상혁 윤현중 이건희

 *이광래 이남훈 *이대원 이명진 이봉섭 이상명

 이원규 이   윤 이재웅 이종환 이지성 이진수

 이진표 *이해평 이형민 이호준 *인교진 임성린

 임형규 *전병희 정민준 정지수 정형모 *조준형

 조태환 진의 차민준 최인수 추승연 허진서

 홍석환 홍연경 홍재원

 Ding Jinrui Nguyen Hai Tangnuer Sadike

[강원지역사업평가단] 고천광

[관동대] *최철호

[상지대] *선용호  심철호

[연세대] 김경진  김범준  김승주  김학민  김효성  *노수홍

 *노현석 *박동희 박호룡 박훈채 *서용칠 석옥산

 안선용 양하늬 유성연 이병규 이열림 장하나

 전경원 *정찬문 조재완 최동혁 최명규 최주영

 최항석 홍가람 홍예진 황재규

 Gownolla Malegowd Raghavendra

[한국가스안전공사] 김광석  이건우  정한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의수  손향호

[한라대] 박정은

[한림대] 김동진  *김승도  김정원  박지수  *박진용  신현아

   최예진   Gamal L. Sudibya   Thantzin MohMoh

경인지역

[가천대] *강익중  김   강  김기환  김문일  *김미현  김예지

 김종성 김주영 *김지현 김현기 김혜수 김희수

 *박상준 *서순민 안희태 원시아 *유인상 *윤현희

 이현지 정민수 최명수 최준태 허재현 홍정수

 Arumugam Nandhini Mai Ngoc Xuan Dat

 Moniruzzaman MD Nguyen Quoc Hai

 Nguyen Tuan Loi Roopkumar sangubotla

 Tran Quang Nhat Xiao Peng

[강남제비스코] 신수환

[강동CGS] *문찬호

[강원대] *김기창

[거신기술] *윤종량  *이덕생

[건국대] 김기출  김나연  김대욱  *김상환  *김영기  *김인원

 문종태 박기수 박새롬 박정태 성시형 양영헌

 *오평제 윤상한 윤형돈 이경우 이정걸 이현경

 *이희종 *장인용 전현우 정기우 정철묵 조한익

 *주지봉 차성원 최동섭 최정후 *허정림 홍지연

[건치산업사] *장지일

[경기대] 김나리  김민수  *김상범  *김성우  김수빈  김준범

 *김준석 남기복 문정인 박효민 신승훈 신중훈

 여종현 원종민 이다운 이승민 이해찬 전호열

 정지훈 *진준형 차상호 채수인 최경륜 홍성창

[경동나비엔] 박세진 신석재 이   용

[경희대] 강동우  김경학  김기윤  김동휘  김민현  김상윤

 *김성수 김용우 *김용욱 김우람 *김우식 김인호

 *김진수 김형욱 김혜진 김훈식 남기전 박범교

 *박범준 박서경 박선우 *박종욱 *박종철 서태석

 *송기국 송대호 신하민 심연희 안재규 안철우

 오철진 유명상 *유창규 *유태경 이가희 이민형

 *이범석 이승철 이승현 이옥경 이은열 이재영

 이정희 *이제승 이지현 이창우 이하은 이혜인

 임경민 임지우 장양필 장지윤 정민석 *정석진

 정연규 정의영 정지용 정진욱 정혜원 조아라

 조아름 조아영 조영민 조윤철 최규환 최수빈

 최재형 한상진 허성구 허윤정 황보순호

 Ba Alawi Abdulrahman Daradmare Sneha

 Dat Nguyen Tien Estevan Wladimir

 Gabriel Jacome Hoang Hai Tra Nguyen

 Hoang TuanViet Hua Yongbiao

 Jouan Rashidi Le Van Nhieu

 Li Qian Li Zunhua

 Lim Juin Yau Loy-Benitez Jorge

 Ming XIa Nguyen Dang Tru

 Nguyen Hoang Phuong Paulina Vilela

 Pouya Ifaei Sial Qadeer

 Sun Xiaotong Tariq Shahzeb

 Tran Nguyen Tien Usman Safder

 Vo The Ky Wang Lingling

※   2019년 11월 20일까지의 회원 명단(종신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학부생회원)입니다. 누락되었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으시면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798 … NICE, 제37권 제6호, 2019

2019년도 한국화학공학회 회원 명단

 Xiangyun Xiao Zengmin Tang

 Zhang Bowen

[경희대/에이엠나노텍] 정재렬

[계성제지그룹] *김낙서

[고등기술연구원] 강석환  곽연수  김수현  김숭연  김지현

 김진호 김태형 류재홍 박영수 박정은 변용수

 서민혜 신동윤 신우진 안민회 양승규 *윤용승

 이기쁨 이덕희 이은실 이재용 이진욱 이찬기

 임동렬 장은석 장정희 정우현 최창식 최희영

 한기보 홍명환 홍범의

[고려대] 강성근  강성신  강윤찬  *강정원  *경지현  고병하

 고윤지 *구만복 구상서 권수연 권용범 권정혁

 권정훈 금가연 김도진 김도훈 김동섭 김동식

 김동욱 김동희 김민경 김민규 김민정 김민준

 김봉우 김상수 김석현 김성렬 *김성현 김소언

 *김수영 김수지 김승욱 김승환 김영지 *김용준

 *김우년 김장혁 김재익 김재준 김정욱 *김종엽

 김주형 김중배 *김지현 김   진 김진구 김진성

 김찬훈 김태곤 김태석 김태현 김한솔 김   현

 김현우 김현욱 김현재 김현중 김형렬 김효영

 김희중 남자현 노원구 노윤호 노혜진 *도동섭

 류범찬 문상화 문석준 문옥정 *문탁진 문현준

 민진서 박기대 박기호 박상태 박상희 박선미

 박순희 박정선 박준우 박지인 박진경 박진성

 박진혁 *방준하 백선화 백승혁 변은교 *봉기완

 서야은 성영준 손종하 *송광호 송창훈 신가현

 신동희 신병수 신은주 *심상준 심재익 *안동준

 안은경 양광석 *양대륙 양성진 양수정 양수현

 양지현 오민규 오수연 오승윤 오승주 오연종

 오재환 오주현 오지예 원태경 위영호 유병선

 유승호 윤   규 윤준영 윤지환 윤철주 윤형진

 윤홍기 윤희선 이건엽 *이관영 *이기봉 이기쁨

 이기훈 이낙준 이민우 이병진 이보람 이상열

 이상진 이석민 이석호 이선재 이수권 이승철

 이용제 이용희 이은준 이인선 이재성 이재환

 이정무 이정섭 이정현 이종우 이주훈 이준엽

 이준호 *이지원 *이철수 이태호 이한찬 이현민

 이현섭 이현지 *임상혁 임세훈 임수익 임용준

 장대호 장로빈 장영은 장윤혁 전명진 전병진

 전선빈 전영상 전영재 전재민 *전해수 정상혁

 정소진 정은진 정철희 정현문 *정현욱 조덕연

 조문경 조승준 조아영 조영훈 조용호 조은지

 조익준 *조진한 조현수 주현석 진윤태 차영훈

 차준영 *최동식 최동욱 최승완 최예지 최완석

 최용규 최윤영 *최의소 최재훈 최재훈 *최정규

 최진원 최한석 최홍일 테오 *하정숙 한근호

 *한성옥 허   준 허진혁 현동훈 *현재천 홍민의

 *홍석인 홍수영 홍영준 홍정후 *홍창섭 황석원

 황선유 황성원     Hormazabal Rodrigo

[광운대] *고재욱  김영훈  김우철  *나재식  노건민  노요한

 박순용 *박철환 백주홍 설지우 손희상 염창주

 *유경선 *윤도영 이성은 이   택 이현진 이혜진

 임동휘 임휘윤 전종혁 정창모 정태준 조상희

 *최중소 한수민 *한   춘 홍재환

[교육과학기술부] *김희술  *민성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중

[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국민대] 전주원  *박경근  이길선  *이노현  정우주  정인환

[국제라이온즈협회] *이태섭

[그린자원] *김병채

[그린컨테크] *신병철

[금도무역상사] *김도흠

[금성연마공업] *이규수

[금호P&B화학] *조동걸

[금호미쓰이도아쓰] *이상걸

[기련E&C] 김태원

[기술사사무소 차스텍이앤씨] *차순철

[김영엔지니어링] 김수영

[나가룩스] *심윤식

[나노팩] *이태규

[남영가공] *김만형

[네패스] *정구동

[넥솔론] *장영호

[노보자임스코리아] *이영찬

[뉴폰코리아] *안영옥

[다원에이씨] *오태수

[단국대] *강두환  김기덕  김두현  김용수  김재엽  김지은

 박한별 송채원 *양재건 오현정 이동헌 이상연

 이용걸 *이철태 이환규 장수환 장정근 정선우

 *정일현 정현록 정현진 진병두 *최낙만 *최승재

 *한정련 *함영민 황윤현

[대가파우더시스템/ 한양대] 이홍운

[대덕대] *성준용

[대덕전자] *정  철

[대림산업] *김길수 *박기순 *박인석 *성기웅 *정종기

[대림엔지니어링] *김영섭

[대림화학] *신홍현

[대보시스템] *박상호

[대상] *김종의  *유영학

[대성산업가스] *고대호  권시현  김현섭  문흥만  이송호

 최형철

[대성산업가스/한국해양대] 신세진

[대신엔지니어링] *이우민

[대영산업] *전영휘

[대우전자] *김영남

[대우중공업] *윤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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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에너지] 홍성현

[대웅제약] 민경현

[대인기업] *송대종

[대주실업] *김용곤

[대주전자재료] *임무현

[대진대] *박영규

[대한송유관공사] *김정식

[대한유화공업] *이응수

[대형건정] *김대기

[덕양산업] 곽성복  이재용

[덕지산업] *김종수

[도레이첨단소재] *김영섭  *이영관  *전해상  황창익

[동국대] 김교범  김동현  김미애  김민광  김소라  김용범

 박유강 *박정극 *박정훈 송현진 신민창 예다난

 *원기훈 윤덕희 이상천 이승환 이영호 *이의수

 이홍주 임수민 *임종주 전준수 전준현 정대원

 조선희 조   운 찬티민트 채진웅 최현호 하진국

 한예빈 홍성규 황경민

[동국제약] 강혜원

[동남보건대학] *홍종용

[동남합성] *김성재

[동륭케미칼] *이성범

[동부JAPAN] *김동선

[동부엔지니어링] *홍상준

[동서석유화학] *이균철

[동아제약] *조산연

[동양단열] *황재규

[동양메이저] *전  귀

[동양미래대] 강준묵 고다은 곽호석 구수진 구유빈

 *김동회 김서윤 김수연 김주희 김현진 김효진

 문지현 문현명 문호종 박경란 박노아 박세희

 박지연 배대승 서모건 손동현 손준혁 신지윤

 안수민 오세라 이건희 이남혁 이내경 이다원

 이다희 이도윤 이상훈 이선민 이세빈 이연주

 이자현 이재영 이채영 임주영 임현섭 장희숙

 전유환 정나영 정수민 정약용 *진용기 최미화

 최수연 추유진 *황우현 황익환

[동양실리콘] *김동진

[동양유리섬유] *김찬호

[동양잉크] *최지원

[동양제철화학] *박상준  *주원홍

[동양팬] *이상화

[동우화인켐] *김기섭  *김상렬  *이동진

[동진쎄미캠] *송인규  *박정문  신규순  *이부섭

[두레기술] *최영철

[두산중공업] 구자형  김유석  유장용

[레진텍] 김건우

[롯데그룹 화학BU] *김교현

[롯데엠시시] 조재용

[롯데정밀화학] *이홍열

[롯데첨단소재] *이자형

[롯데케미칼] *김척기  서명기  양한얼

[룩센트 인코포레이티드] 오승목

[리스크매니지먼트써포트] *김원국

[마에스텍] 한상호

[마이크로케미칼] *고유문

[메디파트너] *박인순

[명지대] *강안수  강지연  고동현  곽동호  곽채수  권다혜

 김경민 김도연 김두진 *김명수 김봉근 김재건

 김정섭 김지아 김지은 김지은 김진형 김창완

 김춘호 김태연 *김태옥 *김해성 *김   헌 *나현빈

 문기태 *박교식 박   력 박명남 박소현 박윤국

 박인준 박현수 서예빈 서정길 *서정선 소남준

 손민일 손인태 *신동일 신용범 신은지 심유진

 안상훈 안선아  안첼로반아레스 안태영 양인찬 양지원

 *우종표 유지용 *이기세 이병선 이성풍 이승제

 이은비 이주형 이준수 *이준협 임세형 임유빈

 *장덕진 전형빈 정아름 정욱진 정준수 정지명

 *정지철 조민희 조치형 최신식 최재혁 *편무실

 한유진 *함현식 허혜연 황성은 황순하

 Alan Christian Lim Anelyn Bendoy

 Bezawit Tatek Shiferraw Bezawit Zerihun Desalegn

 Diane Clare Tiongco Erwin Escobar

 Gebremichael Gebremedhn Tekeste

 Gebresillase Mahlet Nigus Grace Nisola

 Hana Gebreegziabher Zeweldi

 Harsharaj Sayaji Jadhav Hiluf Tekle Fissaha

 Hiremath Vishwanath Jadhav Arvind

 Jed Albarico Khino Parohinog

 Lawagon Chosel Limjuco Lawrence

 Mengesha Daniel Nigusse Neha Mittal

 Perry Ayn Mayson Maza

 Quiambao Raguindin Reibelle

 Raghavendra Shavi Reibelle Raguindin

 Rosemarie Ann Cuevas Roy Animesh

 Sio Edward Tatek Shiferraw Bezawit

 Thorat Gaurav Torrejos Rey Eliseo

 Trivinho Monica Louise

 Weldemhret Teklebrahan G.Krstos

 Zerihun Desalegn Bezawit

[모리아인터네셔널] *배전운

[미래국제재단] 김선동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미원상사] *조진욱  *홍창식

[미원스페셜티케미칼] *배   원

[미원홀딩스] *김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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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록스] *장감용

[바이오센서연구소] 이수영

[백광] *조사홍

[범문학술정보] 임재춘  정묘진

[범아석유] *이선종

[범우산업] *강   오

[법무법인 새날] *김오식

[보령제약] 황용연

[불스원] *신현우

[브니엘네이쳐] 이현주

[비드앤마이크로] 조은수

[비룡] *방남호

[비타코스] *김영대

[빅심] *김홍엽

[삼강에너지시스템] *박우현

[삼공물산] *김준수

[삼남석유화학] *임성택  채승우

[삼성SDI] *이윤만

[삼성데이타시스템] *송정준

[삼성디스플레이] *손석원  *장원혁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이규성

[삼성석유화학] *김경원

[삼성에버랜드] *백기열

[삼성엔지니어링] *김동규  김용수  민도연  유재경  이영희

 조원희 최윤화 *함병소 황일훈

[삼성전자] 간경춘  곽재웅  권성홍  *김일우  김지연  신성호

 *조혜정 최화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권혁재 이현철 최홍수

[삼성정밀화학] *김순기

[삼성종합기술원] *양덕주  정보름  *최   훈

[삼성종합화학] *유현식  *정연승

[삼성중공업] 김태훈 이상호 한준희

[삼신광업] *김형숙

[삼육대] 최종완

[삼일약국] 김대겸

[삼천리] 서정철

[삼표산업] 이정수

[삼화제지] *김연호

[삼화페인트] 권다은 이승훈

[상명대] 강상욱  구상균  김누리  김단비  김도경  리강현

 박순관 *박용성 *우제완 유하영 *장길상

[서강대] 강명종  강문성  강태욱  고기영  *구기갑  권동휘

 김기원 김동연 김동우 김만중 김병수 김성일

 김성학 김연지 김영보 김왕수 김유겸 김유연

 김은석 김자엽 김정욱 김정환 김주찬 *김진홍

 김찬수 김찬우 김철호 김현수 김현지 나수진

 *나정걸 노지원    모하마드니아이 모센 *문준혁 박광우

 박유진 박인석 박준형 박천일 *박형상 *박흥목

 배기성 배영광 서교연 성준기 손용호 손주형

 손지희 송희림 신민규 신용희 신재욱 신   주

 안창일 안희성 양동현 양정모 엄희찬 오병근

 오재준 오지환 우태우 *유기풍 유수연 유지호

 유철훈 윤웅희 윤진호 *이광순 이남헌 이상윤

 이슬아 이승현 이영재 *이원홍 *이재욱 이재현

 이종석 *이진원 이찬용 이희우 *임종성 임종표

 장정우 장지한 전종현 정광영 정민재 정원호

 정재권 조숙형 조정아 최동호 최무성 최은선

 *최정우 *최진훈 *최청송 *하경수 하선영 하수진

 하승재 한송희 한준희 한준희 한진희 함민혁

 황금래 황성준 황효진     Chai Hanyu

[서경대] 박두현  송민정

[서남] *김영순

[서울과기대] 강수현 구형준 권병완 *권용재 김규한

 *김래현 김성래 김수영 김재경 김지혜 김진호

 김태협 나재석 노찬호   도메니코 프라띠니 문성은

 *박달재 박예진 배용호 서윤지 *손재익 신민규

 신헌용 안지환 양승원 양종원 *유계상 윤용진

 윤현식 이무철 이민지 *이수경 이용호 이원미

 이준영 이현주 *정건용 *정석진 *조은범 지정연

 최재혁   크리스트와르다나 마셀리너스 허성길

 Agnesia Permatasari Duarte Kimberley

[서울기술연구원] 송민영  윤성진

[서울대] 강동주  강성수  강정규  강태훈  고원재  고창준

 공새롬 공용준 곽승엽 곽승재 곽형렬 구자훈

 구준모 권오민 권오성 권해성 김대연 *김대형

 김도훈 김도희 김동재 김동찬 김명호 김민영

 김민준 김병근 *김병기 김병수 김상완 김성인

 김슬우 김승희 *김연상 김연수 김영석 김용우

 김욱환 김윤화 *김장주 *김재정 김정남 김정훈

 김종현 김주덕 김준호 김지수 김지원 김지환

 김지훈 김지훈 김창수 김태영 김태완 김태용

 김태협 김현기 김현수 김현승 김현중 김현지

 김현호 김형주 김호정 *김화용 김효석 남기태

 남기훈 *남재욱 남정용 노영수 류혜원 마야

 명경규 *문상흡 박건우 박건희 박기흠 박나연

 *박달근 박담대 박민성 박병준 박성언 박세진

 박승원 박영빈 박영석 *박정원 박정원 박종민

 박종석 박주운 박지은 박태균 *박태현 박하영

 배성준 배신영 배윤아 배재한 백민성 백승연

 백지훈 변진욱 서상우 *서용석 서유택 *서진호

 서한빈 선정윤 성민재 성상훈 성영은 성종백

 손영훈 송민준 송인학 송지수 송지환 송찬경

 신성철 신재호 심재현 안경현 안정현 안진수

 양승도 어철원 엄재정 오레나 *오준학 옥장훈

 유가영 유동근 유동주 유상범 유영근 *유영제

 유재현 *유정열 육진솔 윤다님 윤선근 윤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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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영 *윤제용 윤지원 윤지환 이강재 이건학

 이경록 이경민 *이기준 이도영 이동우 이명재

 이명현 이민영 이민호 이병준 이병훈 *이승종

 이어진 이영근 이영기 이용규 이용석 이웅찬

 이웅희 이원보 이원제 이원형 *이윤우 이재하

 이정명 *이정학 *이종민 이종원 이종찬 *이종협

 이준모 이지민 이지영 *이창하 *이태우 이해랑

 *이현구 이호동 *이홍희 *이화영 이황호 이회석

 이휘성 임산하 임용현 *임응극 임종우 임태환

 임형주 장경훈 장원진 전경우 전영근 전희수

 정동준 정동휘 정민환 정선엽 정성은 정윤세

 정은수 정   인 정재환 정준혁 정혜원 정혜인

 조상원 조재현 조지영 조진웅 조진일 조희찬

 진호원 *차국헌 최가람 최백규 최성훈 최솔지

 최승연 최장욱 최준은 최진환 *최차용 표선미

 하민영 한상인 한지숙 함동효 함승호 함유석

 허준영 허창환 *현택환 홍기영 *홍성일 홍정숙

 홍진우 황성하

 Junze Chen Usama Ahmed

 Xiao Wang

[서울대/IBS] 김재민  송준걸  이현재

[서울대/한국안전전문기과협의회] *윤인섭

[서울시립대] 강수진 고지호 권정아 권형욱 김기훈

 김다정 *김덕찬 *김의용 *김정현 *김주식 김지수

 김형준 김혜진 *김   효 김효실 *동종인 문홍철

 박기범 박대길 박성수 박세용 *박영권 박준성

 박준희 박철우 백승환 오대준 *유만형 *유종석

 유하린 *이도원 이두환 이성우 이수형 이승기

 이승주 이윤정 이재헌 이제성 이종범 이지영

 이현주 이형원 임재열 임혜빈 장규환 장명곤

 장재언 정용성 정재필 정재훈 *정철수 지준혁

 진창민 *차민환 최민지 최영곤 최용준 최인희

 최   현 최현준 한도현 한상우 허지회 홍광석

 홍성일 황보현 황유진

 Begum Guzelciftci Efremov Vladimir

 Moogi Surendar Suman Kalyan Sahoo

[서울지방중소기업청] *함용묵

[서울향료] *이용정

[석경에이티] 임형섭

[선경그룹] *고석문

[선일] 황재연

[선진화학] *이병철

[성균관대] 강규현  강보석  강수정  강태희  고아라  공정국

 곽진수 구현모 국영수 권기윤 권예림

   기리시삼바지군드 길문수 김경호 김나연 김다미

 *김덕준 김동학 *김동환 김무경 *김문선 김민경

 김민지 김병규 *김병우 김봉준 김선화 김성훈

 김성희 김소영 김수찬 김예찬 김온유 김용석

 김용재 김은진 *김재윤 *김재훈 김정규 김종욱

 김주형 김준수 김준영 *김지만 김지선 *김진웅

 김찬호 *김태일 김태진 *김태호 김혜인 남동호

 남명균 *남재도 도관홍   라트나 프리다 수산티 류창국

 문준형 문형석 민규덕 박경수 *박남규 박누리

 박범진 박병학 박성수 박수빈 박슬기 박용만

 박용민 박윤택 박인경 박재민 박재영 박재용

 *박재형 박정희 박진서 *박호석 박희연 방석호

 *방창현 배   건 배완기 배인태 *배종욱 백재선

 쁘라섯나와굴 아티띠야 *서상준 서정용 선우성혁 선한나

 설미나 설영은 성우창 *송재천 신강호 신동인

 신일재 신현수 아니스 안연호 양성우 양진훈

 *엄숭호 연정석 예인수 오민준 오화용 왕준위

 우한민  웬디 윌리엄 유가연 유성수 유지왕 유태경

 *유필진 육경수 *윤기준 윤선규 윤수영 이규성

 *이기라 이낙원 이도경 이동현 *이두성 이명구

 이범희 이상하 이세미 이소리 *이영관 *이용철

 이용환 이정양 이정호 이정화 이정훈 이주승

 이준엽 이준혁 이지연 이지혜 이창민 이현선

 임이랑 임지혜 임철원 자나 전보경 전형준

 정민규 정수연 정우진 정유진 *정재관 정준영

 정지용 정찬호 *정찬화 정현승 정후연 *조성민

 조영진 조재민 조재완 조정호 조중근 조흔태

 지동환 차봉근 채태영 채희남 *채희엽 최관현

 최기석 최민성 최빛나 최성식 최수지 최승우

 최영진 최윤석 최재호 최혜경   크리스티안 찬드라

 티엔젼촨 *한귀영 한진택 함형원 홍성환 홍택운

 홍혜린 황의석 황지은

 Albertina Ingrid Aldricho Alpha Pollardo

 Ali Rauf Alvin Stevanus

 Arjyabaran Sinha Asim Riaz

 Astam Kumar Patra Deepak Verma

 Hassan Zeb Kang Yingbo

 Li Chengbin Marcel Jonathan Hidajat

 Muhammad Irshad Muhammad Kashif Khan

 Nakhanivej Puritut Nguyen Minh Phuong

 Nguyen Thanh Loc Nguyen Xuan Viet

 Qin Jieling Rana Harpalsinh

 Rana Muhammad Mujahid Saleem

 Ranaware Virendra Selim Arif Sher Shah

 Urasawadee Amornkitbamrung

 Virendra Ranaware Vo Tri Nhat

 Winarto Kwek Winda Devina

[성진과학공업사] *이계덕

[성진이앤티] 정   문

[세대기계공업] *이준현

[세우엔지니어링] *장문택

[세이플랜트]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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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박준영  *오덕재

[소모그린] *김태천

[솔브레인] 임정훈

[송화엔지니어링] *권순영

[수원과학대] 김승섭

[수원대] *김정호  김준영  *김태진  *민병훈  박재상  *배재흠

 안지훈 이미리 *이성재 *임교빈 *정봉진 최경오

 *황인국

[숙명여대] *권우성 김래경 김우열 김유진 류언진

 류원희 박경태 박민우 손유림 *이시우 임보람

 임호선 장희민 지서현 최경민

[숭실대] 곽다희  권혜진  김도형  김민철  *김병직  *김연상

 *김완규 김윤곤 김은수 *김일원 *남영우 *류희욱

 마경배 문상현 박진영 박한울 박현석 신연경

 신현훈 안다희 원지은 윤석현 *윤홍식 이지은

 *임일웅 임태호 최소정 한상욱 *허완수 *홍순용

[숭실대학원] 황철환

[슈가엔] 곽  현

[시스플러스텍] 윤여홍

[신경대] *정흥조

[신성이엔지] *하종필

[신아티앤씨/광운대] 최봉구  최재현  최호경

[신양패앤피] *이용훈

[신진특수고무] *조경래

[신한기술] *이길선

[신한유기화학] *강영규

[실크로드시앤티] 김정선  박기철

[실트론] *김대홍

[쎄코] 김정래  *김현중

[씨앤케이프로팩] 구  강  이성우  이진희

[씨젠] 박관우

[아스타] *백기황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박원훈

[아시아나항공] *유승복

[아시아첨가제] *최관호

[아신기술] *이면기

[아이블포토닉스] *이상구

[아주대] 강종규  구보람  김가연  김동영  김민아  김민호

 김범석 김부건 김상욱 김용진 *김유권 김유진

 김은하 김종식 김주민 김준현 김지은 *김창구

 *김   철 *목영일 박대찬 *박명준 박민섭 박용민

 박용철 박은덕 박주창 박진수 박창진 박천탁

 백승민 *변상요 *서경원 *서문호 서해운 손민지

 손채연 신명훈 신용선 *신치범 심태섭 안보석

 안현준 양혜린 엄기성 우미래 우예솔 윤상필

 윤수경 이동철 이명규 이병우 *이분열 이새하

 이승열 이승주 이재우 *이재의 이채원 임세진

 임연수 임재훈 정수교 *정승호 정유리 정재훈

 조성진 조재성 *주동표 최권영 최신희 최영호

 최장한 한지윤 한현수 홍선옥 홍지유

 Le Thien An

[아토켐텍주식회사] *김승한

[안국E&C] *안병국

[안전보건공단] 박승규  *이주엽

[알킨스] *김민기

[알트소프트] 신동윤

[애경산업] *이배근

[애경유화] *유은재  *최명규

[애니텍] 김해기  박병현  이주열  최진식

[애큐랩] *장진양

[액트원] *조진원

[양지산업] *이봉희

[어니스트경영컨설팅] 장민환

[에너그린] *정동진

[에너지관리공단] *문상길

[에스케이씨코오롱피아이] 오지영

[에스텍이엔씨] *임종우

[에이드] *허형회

[에이디알엠 테크놀로지] *김우경

[에이엠티코리아인크] *이선우  *이종민

[에이치엠피엔씨] 장원철

[에코바이오홀딩스] 권정회

[에틴시스템] *송석목

[에프텍유한회사] *박성삼

[엔엔테크] *이동근

[엠아이디] *박정식

[연변과학기술대학] *민태익

[연세대] *강달영  강동아  강동우  강미소  강성민  강조홍

 강준호 고우리 *고원건 공혜연 권혁면 김건휘

 김경주 김광희 김국주 김기준 김기훈 김기흥

 김나운 김남근 김대우 김명준 김민범 김민수

 김민수 김민준 김서율 김서현 김성순 김세민

 김승남 김승익 김승현 김시연 김아름 김영노

 김영식 김영진 김영훈 김윤렬 *김은경 김인준

 김정경 김정동 김정필 *김종학 김주원 *김중현

 김지영 김지원 김진규 김진보 김진영 김진일

 *김창은 김태종 김태현 김태훈 *김한성 김형일

 김혜원 나지훈 남재근 노소영 도민석 *류두열

 류현욱 문동규 문병걸 문승현 *문   일 *민병렬

 민지홍 민효준 박두용 박명근 박민수 박병주

 박완제 *박종혁 박진우 *박진원 박찬호 박철훈

 박태건 박현식 방진아 배윤상 백승은 *설용건

  *손 알로이시우스  *손영기 손주희 손창진 송영건

 신종식 안세웅 양갑필 엄기주 오석민 오세현

 오세호 오승현 오은석 오철우 오현택 유병길

 유신석 유윤성 윤민규 윤병주 윤정운 윤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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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웅 *이강택 이경민 이광희 이나라 이대로

 이동우 이명준 이상래 *이상엽 이선제 이수민

 이승재 이승준 이승효 이우섭 이재상 이재원

 이재훈 이정환 이주헌 이준우 이지헌 이진근

 이진훈 이창수 *이창하 *이태규 *이태희 *이홍림

 *임상우 임소은 임승준 임정엽 장교진 장영호

 장재형 전도형 전옥성 전유권 전태석 전필립

 전형준 정서령 정윤아 정종엽 정주환 정지우

 정현욱 조미라 조보영 조성준 조성현 조승식

 *조영일 조윤준 조정호 조준희 조형준 주영산

 지형준 진성민 차범준 최경재 최명규 최영문

 최예리 최완균 최은지 최지원 한병찬 한상원

 한의영 *한태동 *한학수 한형석 *함승주 허   건

 허종찬 홍석영 홍석훈 홍종섭 홍진기 홍혜진

 황래문

 JIEJIN Jin Bingjun

 Lau Zheng Rong Rhee Ryan

[연세대/사단법인 창의공학연구원] *김우식

[연우] *김진성

[연합안전 ENG.] *이일형

[열린기술] *한종훈

[영창건설] *오창석

[영풍제관] *권년웅

[예담케미칼] 신경민

[예스코] *노중석  *최경훈

[오덱] 김상우  김은정  김하나  김희원  맹정열  여권구  윤영찬

 이경민 이동철 조승원

[오산대] 남궁은  *이종석

[오시아이 다스] *박명치

[오이코스] *이장원

[오카하다코리아] *안호정

[옥시레킷벤키저] *김진구

[우성세라믹공업] *이응원

[우연특허법률사무소] *반용병

[우영] *김은영

[우창] *최일섭

[욱성화학] *유재성

[원풍약품] *윤광현

[웨스터테그닉써비스] *윤태호

[유경회] *김태문

[유니바이오] 오도건

[유디아 기술지도 사무소] *류재만

[유라마] 박재형  육덕수

[유원상역] *류홍열

[유티이씨] *윤형준

[유피테크] *한승호

[유한양행] 맹범주

[을지대] 김민기  김선화  박수인  *신문삼  안규민  허수현

[이건산업] *추지석

[이노팩스] *박대철

[이노필텍] 유영섭

[이래화학] *김동훈

[이수화학] 김이호  *문지성  *백승민  *이탁용

[이씨마이너] 민광기

[이양화학] *엄영수

[이엔드디] 안태후  이정희  *이해수

[이엔비나노텍] 정광택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신효섭

[이피케이] *조인식

[이화여대] 강지수  권성현  권하경  김경곤  *김동수  김동하

 김소정 김용표 *김우재 김지현 김하연 나윤서

 박시재 박진병 박희선 방세미 배동연 안효정

 유예진 유지원 윤여준 윤자영 이병훈 이상헌

 이수진 임새미 채소민 최윤아 최혜연

  케이 앤 바리 투고   한상희 홍혜지 황현영

[이화연구원] *한만정

[인스텍] *황재영

[인천대] 곡수진  권성준  권오중  권은혜  김민수  김성훈

 *김윤석 김은정 김   정 김지영 김지용 김지원

 박민범 박영돈 *박찬진 보홍 한 안혜진 *우인성

 유지예 유찬희 이민지 장영진 조희정 한슬기

 Do Thai Ngan Mohanraju karuppannan

[인포트롤테크놀러지] *김원호

[인하공전] *고완석  김강현  김대환  김지광  노동규  박은주

 *박종국 양승규 유   민 이재성 *진인주

[인하대] 강성민  강수현  강하리  *강현섭  고은하  공형석

 *구윤모 권수진 권순조 *김건중 김기민 김동욱

 *김동일 김민수 김민재 김보미 김상득 김상진

 *김성수 김수정 김수헌 *김영준 김영호 김용하

 *김은기 김정훈 김지은 김지현 김태형 김태훈

 김현섭 나은빈 남대현 *남세종 *남종우 *노경호

 *노익삼 레띠황옌 류지형 문지영 *박동화 박범준

 *박상언 박영수 박예서 박유찬 박재웅 박정은

 박태순 백성현 변지연 변혜영 서동조 설은주

 성홍규 소재일 손수민 신경석 신내철 신다현

 신연주 신준호 *심봉섭 심상은 심혜원 안예나

 *안화승 양범준 양윤정 양홍명 여운석 오서영

 오은택 오인환 오철우 우제아 원수경 위정재

 유광선 유혜영 윤종상 *윤진산 *이강흡 이근형

 이동준 이명연 이미영 이병진 이선용 이양호

 이유리 이은수 이재용 *이철균 이형건 이혜림

 *이희철 임동욱 *임성삼 임채원 장사천 장석훈

 장소현 장호철 전기준 전지수 전태준 정상민

 *정성택 정지영 정지오 *정지원 조두현 조미경

 *조병린 조연평 조용헌 조은서 조창범 조현욱

 진형준 천영걸 천영우 *최순자 최영일 최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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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상 최정환 *탁용석 *한기성 한만형 한은지

 함형철 허영훈 허운선 허윤석 황민지 황성원

 황소산 황승규 황예진 황윤정

 Aboubakr soliman Ahmed Imteaz

 Dai Yunliang Ghoreishian Seyed Majid

 Mendoza Joseph Albert

[일본 쿠마모토대] 이루다

[자경케미칼] *박광호

[재능대학] *박주량

[전남대] *이동일

[전인터내쇼널] *전민제

[전자부품연구원] 강신혜  김보영  김선민  김영민  *김영석

 김영선 김윤진 김정아 문지연 박금환 박소하

 박시영 박지선 송준호 양현승 양형우 원준성

 이규상 정과정 정혜진

[정남유화] *김영채

[제우스] *이동악

[제이제이산업기술] *이종진

[제일모직] *우상선

[제일분석센타] *권회섭

[제일엔지니어링] *박효가

[제일제당] *문승환  *방세호

[제주대] 윤희성

[조선내화] *김은태

[종근당] *이태종

[종근당홀딩스] *이병건

[중앙대] 계혜리  권예진  권현우  김다솜  김대현  김민혜

 김상수 *김선근 *김선주 김소연 김수길 김   진

 김태형 김태형 김형주 나도균 나아현 남상인

 남인호 노주란 박병준 박영아 박용성 박윤수

 *박주현 박하경 박한음 *박헌렬 박혜진 박희경

 배수민 백승호 백태종 서승권 서영민 서지원

 손재우 양재현 *여태환 오승우 오인혁 왕동환

 우도경 우상혁 우호영 유구상 유병훈 *유재수

 유진선 윤동열 윤성호 윤성훈 윤세미 윤영각

 이경우 *이근배 이다빈 이도현 이동욱 *이동현

 이서린 이성민 이소민 이종휘 이철진 이청천

 이평수 장수연 장재희 장   홍 전병윤 정진혁

 조건희 조승빈 조연호 조윤호 채지연 최연정

 최용현 최종훈  팜티투이동 *표성규 하돈형 홍윤건

 황장선

 Chavan Sachin Chen Keyao

 Cui Xianzhu Krishnadash

 Muhammad Saad Khan Quang-Vu Bach

 Tesfalem Alegawi Atsbha Wilailak Supaporn

 Yu Junjie

[중우통상] *윤무영

[중원씨엠씨] 손석원

[지멘스인더스트리소프트웨어] 임종훈

[지에스아이엘/명지대] 이정우

[지엔티엔에스] 김구환  김지영  김지웅  이경우  정유식

[진도화성] *조헌영

[진양가스] *김재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기협

[차의과학대] 고성호 곽호정 김서희 김시우 김지나

 남예림 문지숙 유수연 이예빈 조주연 최유빈

 홍수린

[철도기술원] 김민정

[카프로] *정명조

[컨스트넷] *김병진

[케미타운] *전승호

[케미텍] *기   준

[케비텍] *최병오

[케이에이치티엔지니어링] 최도영

[케이피씨] 연성일

[켐텍인터내셔날] *곽   승

[코닝(CTCK)] 안용남

[코리아트리아보엔지니어링] *김주항

[코스맥스] *김창규  노민주

[코아텍] *문영환

[코오롱유화] *민경세  *송양선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준영  박원진  이진화  전경민

[코오롱패션머티리얼 연구소] *백배현

[콘웰] 정진기

[쿠도스] 이상우

[키모텍] 이기선

[태광산업] 김대용

[태광정밀화학] *양세인

[태광직물] 임승완

[태동화학공업] *구자열

[태라솔루션] *조경식

[태성철강] *정태동

[태양3C] 이상용

[태영무역상사] *권태의

[태왕교역] *신진철

[태평양화학] *한정섭

[테마트] *유경종

[테크노마네지먼트] *강경택

[테크노서비스] *김광모

[특허법인(유)화우] *소재현

[티오이십일] 이선우

[티티] *강희동

[파인애플] 조항규

[판문] 김한나

[평택에너지서비스/서울과기대] 오광민

[포항공과대] *김영걸  *장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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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박혜원

[표준엔지니어링] *최광호

[푸른별환경] *박득호

[풍영화공] *홍해준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송지용

[하도] 임선영

[하오기술] *정문조

[하이텍산업기술] *윤진만

[한경대] 고형림  권록규  김세미  김연일  김영기  김영호

  김지윤    누엔순록크   박소은 변현준    부토안탕 수텟문

    아궁하리사푸트라  안태광 엄병환 엄주현

    유시프 다리 이디싸   이윤정 *임영일 임홍래 장진호

 정원석 정재원 조은형 최민수 최이선 *태범석

 Ahmadi wasiqullah Ahmed Mahmoud

 Bakhsi Zarghona Hoang Thanh Ha

 Le Thi Thuy Lukos Oliver

 Mbeche Evans Nampa Mariah

 Nasution Pajri Ngo Ich Son

 Nguyen Duc Dan Pham Hai Hung

 Tran Van Bay

[한국가스공사] 권용수  김요한  *노용우  단승규  류근창

 박진모 박창원 이상규 이준우 정종태 정호진

 조병학 한자령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은정  *이창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정운  황인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최진영

[한국경제신문] 박영곤

[한국고압벽돌] *차두영

[한국과학기술원] *임선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설

[한국교통대] *심규성

[한국뉴욕주립대] *김춘호  *민화식  이웅무

[한국바이오텍] *부태웅

[한국바이켐] 김경회

[한국분체기계] 안태철

[한국사이버대] *이창우

[한국산업기술대] 박승준  전환진  조영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정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종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범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양원백  *조지훈  *주종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홍윤 김영춘 김종민 김준홍

 김현종 박백수 박영민 송신애 신은애 우주영

 윤혜리 이귀호 이한웅 임성남 임하나 조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양대] 최영민  윤철상  장현경  조덕현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박성신

[한국석유화학협회] 연용흠

[한국세라믹기술원] 김정현  허승헌

[한국세라믹총협회] *남기동  *전병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봉우  *홍승태

[한국수드케미] *길영철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박노현

[한국씰마스타] *김윤호

[한국안전환경이엔씨/서울과기대] 이정훈

[한국알콜산업] 김경윤  신지훈  이한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지혜  *오정무  서재영

[한국에프에이] *유희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화진

[한국오미아] *정충시

[한국요꼬가와전기] 박진형  최수진

[한국원자력기술협회] *이영환

[한국제지] *지동범

[한국종균협회] *유주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상원  권태순

[한국컴퓨터] *한홍섭

[한국특허정보원] 송영훈

[한국하니웰] *안성모  윤진규

[한국화인케미칼] *허  달

[한국화학연구원] 김성호  이재홍

[한국화학연구원/연세대] 박준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세헌

[한국화학장치] *옥정권

[한남산업] *허 석

[한농화성] *구자춘

[한덕화학] *민경훈

[한라실업] *우무상

[한모기술] *오동규

[한밭테프론공업] *정한진

[한선해운] *인주선

[한성대] *오재승

[한수] *한건우

[한스상사] *한태희

[한스인터내쇼날] *강신근

[한양대] 강경희  강성철  *강신춘  *강용수  *고민재

 고푸른산 *공성호 곽원진 *구상만 *권이열 권혁민

 김기현 김도환 *김동원 김동현 *김면섭 김민석

 김민정 김범석 김   샘 김소영 김수현 김안나

 김운혁 김종만 김주성 *김진국 김진성 *김진일

 김태영 김태완 김태우 *김태현 김현진 김   훈

 김희민 *김희택 남경아 *노기호 노성훈 *노시태

 노영아 노홍채 *류경옥 *문세기 민광준 박서우

 *박융호 박종성 박태창 *박홍우 *배성열 서동우

 *서영웅 서의현 선양국 성원모 손현수 송건영

 송시내 송효정 *신병식 신   성 *신응배 양지원

 엄기웅 *여영구 염봉준 *오성근 오종규 *원장묵

 유태연 윤석원 윤세광 이선화 이성재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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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이승주 *이영무 *이은규 이정수 이정엽

 *이주성 이찬희 이화우 장문기 장영욱 장은광

 장재영 정재민 *조국영 조하빈 주고운 진일봉

 *최규석 최재욱 최지수 최한빈 *하백현 *한성환

 한태희 허민수 홍채원 황해중

[한양대/슈가엔] 김태훈

[한양대/에이엠나노텍] *김종길

[한양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상병인

[한양이엔지 주식회사] *이  현

[한외통상사] *엄봉섭

[한울이엔알] *윤춘석

[한울엔지니어링] 김준석  최경석  한종일

[한원정밀화학] *최종명

[한유케미칼] *이권수

[한화석유화학] 신수범

[한화케미칼] 김원용 김준환 *김형준 *박계순 이우영

 이인준 이종권 전정환 조영진 최고봉 *허원준

 형성훈

[한화큐셀] *김희철

[한화토탈] *고홍식  *권혁웅

[해은켐텍] *강신이

[현대건설] *이기홍  *정성엽

[현대모비스] 이준수

[현대석유화학] *박병철  *이건호

[현대엔지니어링/고려대] 최재영

[현대오일뱅크] 이영호  전진오  진정현

[현대자동차] 강천용  김영진  김창환  *이호택  정진우

 정하은 홍채환

[현대중공업] *천인수

[현대해상] 김   훈

[혜천산업] *윤철병

[호성케멕스] *김명곤

[홍익대] 고미옥  *구자민  *김범상  김성희  드란티옥밴

 *류원선 문준모 박은지 박정우 박찬성 박현정

 *서성섭 *성종환 *손병청 송봉근 송진규 *신동명

 엄태식 *오명숙 오지환 원종인 유진수 이상호

 이혜리 *임병오 장성애 *정귀영 *정민섭 정민영

 정현준 조영란 *주재백 최수형 최원호

 Ansari Abu Saad Arief Suci Permata

 Raya Shimeles

[화진정밀] *배기은

[화천상사] *계세찬

[효성] *김종광  *김중인  *박준형  *송재달  우재영  *이종욱

 *정용훈 *조성민 조재한

[효성PNC] *안태완

[효성기술원] 김원일  염희철

[후지시리시아화학] *남상온

[휴마스터] 김정선

[희성금속] 장지영  최진호

[희성촉매] 송진우  유영산  한현식

[3D SYSTEM] *김석균

[ABSG Consulting Inc.] *류정현

[ACT] 이유나  황지수

[ACTCO Korea] *박병재

[Air Products Korea] *이윤호

[Alexander & Alexander] *이종원

[Amorepacific R&D center] 빈범호

[ATM기공] 이상국

[AVEVA] 이강주  *이재철

[C&K PROPACK] 박상용

[C1 Refinery 사업단/서강대] 김보배  장민석  정민지

[Carnegie Mellon Univ.] 나종걸

[DNV GL Korea] 이헌창

[ESCHEM] *김승환

[FITI 시험연구원] 박상준

[G9 Bioscience] *양흥준

[Gawinia Korea] *조대형

[GS EPS] *고춘석

[GS건설] *유아림

[GS칼텍스] *김형국  *배영출  유수진  *유인영  이승준

 *이종환 전호창 태찬호 *허동수

[H Plus] *정광섭

[Imperial College London] 탁경재

[JNK Heaters] 이승환

[JSI 실리콘] *정일남

[KHK] *구창남

[KIST] 고영진  공경택  공지민  구종민  권동욱  *권영수

 권지선 권태훈 권현정 김가영 김경수 *김광웅

 김도영 김동훈 김민철 김상우 김선준 *김선진

 김성엽 *김영빈 김영재 김영천 김용민 김윤도

 *김재덕 *김재진 *김정엽 김종식 김태안 김홍곤

 김희숙 김희영 나인욱 남석우 노영수 도현미

 문동주 민병권 *박건유 박라희 박용하 *박원희

 박태진 박현서 배성진 백경열 *서동진 손덕원

 *손연수 손정곤 손현태 *송형근 심진기 *안병성

 안지원 양보람 양성은 *어용선 *엄영순 오신영

 *오인환 오형석 원다혜 유남호 유새롬 유성종

 윤강섭 *윤경석 윤성필 윤수지 윤창원 이동기

 이민오 *이병권 이병용 *이상득 이상협 이선미

 이   웅 이유진 *이윤용 이종호 이중기 이진호

 이진희 이현주 이희원 임서연 임태훈 장문정

 장종현 장호성 *전명석 정경윤 *정광덕 정소현

 정영미 정영훈 정예슬 *정윤철 정향수 *조병원

 조신혜 *조영상 조영석 *조원일 조진원 조현민

 주오심 최낙원 *최대기 최선희 최웅선 최재우

 최재욱 *최형수 하정명 *한종희 한치헌 홍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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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윤정

 Banisalman Mosab Gantumur Damdinsuren

 Huyen Thanh Vo Rika T. Yunarti

 Tran Huyen Dang

[KIST/UST] 서장우  송현태  홍기훈

 Ali Alizadeh Eslami Nasim Ghaffari Saeidabad

[KIST/경희대] 황연진

[KIST/고려대] 김승훈  김시원  김윤수  김인겸  김현동

 김희곤 박영일 신설아 양혜민 오주형 이석현

 이홍우 최원준 한동구

[KIST/서울대] 최윤정

[KIST/연세대] 권기민  김현우  배재관  여병철

[KIST/한양대] 최가혜

[KITECH] 김성진

[KU-KIST] 김민수 김태희 박효진 이진호 장권능

 진상우

[Kuwait Oil Company] *유진환

[LG MMA] *나상업

[LG금속] *홍종우

[LG상사] 이영우

[LG생활건강] *송병화  *송철헌

[LG소재] *김수영

[LG실트론] *노준철

[LG엔지니어링] *김용수  *원정희  *윤순용

[LG전자] 김동원  김  준  이혜용  최원규

[LG클럽] *박찬민  *이정성  *진용우

[LG하우시스] 강은희  고재윤  김성우  김은경  김희준

 *민경집 박인성 박창영 양승호 *오장수 옥현근

 이경훈 이두환 이민희 이보빈 조혜민 조홍관

 최종식 최태이 홍정기

[LG홈쇼핑] *최영재

[LG화학] *곽석환  *길기승  *김도연  김두욱  *김반석

 *김병기 김성민 *김재율 *김재환 *김진현 *노국래

 *노희일 박은선 박인성 *박진수 *방정기 *배윤기

 *서중식 *양지훈 *유진녕 *윤화식 *이기영 *이두하

 *이의준 *이인대 *이종구 *이창세 *이충로 *이형만

 임유경 *임재훈 *장성훈 *전대현 전태영 *조양권

 *조종범 *주우봉 *채규준 *최병길 *최상래 최준선

 *한성갑 *홍기성 *홍영준 *황윤일

[MCNS] *김영환

[NPC] 이종원

[OCI] *김동욱  *김해덕  방유경  *이우진  *장병조

[PPP(Poly Plant Project. Inc.)] *윤인선

[Purdue University] 원유연

[Shizuoka University] *박용수

[SK] *김연식  *박상훈  *박종률  *방엽성  *안명주  *안상록

 *이선규 *임용성

[SK E&S] *김순호

[SK Hynix] 고윤태

[SK Innovation] 유동준

[SKC] *이하일  *장용균  *최준식  표철중

[SKC KOLON] 임현재

[SK가스] 강병준  강병준  *김치형  박덕수  신해빈  안형찬

 이미영 *최성일 홍웅기

[SK건설] *권숙형  민선용

[SK석유화학] *이정현

[SK어드밴스드] 김민호  *김철진  이연수

[SK 연구소] 강소림

[SK에너지] *조중래

[SK이노베이션] *강헌식  박귀옥  배선혁  임규철

[SK종합화학] *김장호  *차화엽

[SK케미칼] 김태정

[SK텔레콤] *조정남

[S-OIL] 성기욱  송찬주  이규현  *이상호  *이영진  이용훈

 정정표 홍성길

[The University of Melbourne/연세대] 김영현

[The University of Tokyo] 윤광남

[U.T.I] *김영경

[U-C SUPPLY] *하성욱

[UNID] 이지연

[UNIST] 박찬휘

[VOPEX Technology] 박일재

[W.R.Grace] 강신철

[Y.H.KIM Eng. & Mfg. Int. Consultant, Representative] 

김영호

[YMC Korea] 이봉수

[개      인] *강   관 *강전오 *공영건 *김건일 *김광선

 *김광웅 *김영권 *김용환 *김춘길 *김형욱 *김호기

 *박기채 *박상규 *박종학 *박태기 *변재황 *신훈철

 *안병주 *안치민 *연제홍 *오치훈 *이기동 *이덕표

 *이용환 *이정호 *이치환 *이한상 *임은정 *장성봉

 *장영남 *장홍규 *정경오 *정제기 *조경운 *조병철

 *최근선 *최부식 *최영순 *최홍민 *최희운 *탁현기

 *한성희 *한홍규 *홍도정 *황종식

광주전남제주지부

[건영바이오] 김현우

[광주과학기술원] 강성봉  *권인찬  김도형  김승균  김재훈

 류승보 문석윤 *문승현 박영준 박지석 박지웅

 *박찬호 박효성 배우빈 백채경 서동주 신소라

 심규대 이문규 이봉호 이승우 이승인 이윤석

 이은애 *이재석 *이재영 임승지 장리부가 장인섭

 정민욱 정재훈 정현승 주양근 채성호 최다솔

 최소영 최창혁 *태기융 한성훈 홍동구 *홍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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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진      Yasin Muhammad

[광주시청] 정다연

[금호피앤비화학] 이진희  *정영호

[목포대] *김상채

[미래에스아이] 김선중  *서   곤

[순천대] 곽아현  권용철  김달현  김성현  김수빈  김수현

 김엘림 김유빈 김준성 김찬용 *나재운 *문일식

 문한민 박권필 *박상숙 박진철 변영환 손석환

 신종수 심호성 *안호근 양진영 양진원 오성준

 오소형 원오훈 유동근 윤재원 이경민 이대웅

 이미화 이보열 이세훈 이승민 이혜리 임대현

 임창민 *정민철 *정상철 채현규 최병민 허진경

 황병찬 황인태 황재하

 A.G.Ramu G. Muthuraman

 Kannan Karunakaran Perumal Silambarasan

[순천제일대] 홍주희

[에이치컴파운드] *천명준

[여수산단EIP구축사업단] *윤창한

[여수열병합발전주식회사] *류적용

[오설록농장] 이정대

[월드켐] 박하웅

[일성엔지니어링] *김병현

[전남대] 강동희  *강성주  강숭빈  *강춘형  강희주  *고창현

 고하은 권승돈 김나연 김대호 *김도형 *김동훈

 김미진 김민규 김수경 *김승재 김신욱 *김영대

 김영지 *김영철 김용석 김원우 김윤성 김인영

 *김재승 김정선 *김종호 김주성 김준호 김지수

 김지윤 김진수 *김진환 김채린 김초휘 김태영

 김태완 김현서 김형진 김효진 *나경수 *나종복

 나혜인 노하나 노현준 류성철 *류화원 마병철

 문건오 문종석 *문   희 박   건 박경호 박기훈

 *박남국 박다솜 *박돈희 박미정 박서정 박성주

 박성준 박성현 박성호 박예진 박용일 박은경

 박은지 박종진 박진희 *박찬영 박찬우 *박혜령

 *박흥철 *변헌수 서성규 서유리 서필원 *서호준

 *선우창신 성정현 송대성 송승혁 *송요순 송요한

 송재관 송진주 *신방섭 *신재순 신현식 안병현

 안수빈 안준섭 양수민 양수영 *양재호 양진영

 오수빈 위경재 *유민수 *유봉렬 유승현 유연정

 유영재 *유의연 유희경 윤성원 윤소교 윤순도

 윤정우 윤현석 윤형선 *이기영 이다은 이송렬

 이승환 이영후 *이우태 이은비 이재은 *이종일

 이준서 이태규 이학성 이현영 임경민 임세진

 임슬기 임준완 임하령 임현모 장근영 장민철

 장소희 전영시 전지윤 전혜민 정성은 정종환

 *정창복 정하나 정헌호 *정호영 조경철 *조동련

 조성준 *조성효 조은경 *조종현 조철웅 주진영

 주현호 지수현 최명빈 *최상원 *최석진 최유열

 *최종일 추영수 *하   광 한은미 *허수미 허진석

 *홍창국 황민진

 Chang Shuai Kamal Musthafa Khaja Mohaideen

 Mali Sawanta Muhammad Zafar

 Nilesh R. Chodankar Periyasamy Balaji

 Phan Tuan Ngoc Seenivasan Selvaraj

 Thangarasu Sadhasivam

[전남도립대] *전경수

[제일모직] *강우성

[제주대] 감상규  *김민찬  *목영선  *이상백  *이호원  이효민

 *장두일 *현영진    Nguyen Duc Ba

[조선대] *김선일  김세헌  김정규  김준범  김지은  나행요

 노성희 노영인 손정선 *송연호 송용민 *신성의

 신현재 양희문 *이인화 *이재욱 이정수 이중헌

 이하은 정성훈 *조병욱 *조철형 홍진후

 Palanisamy Gowthami Sohn Honglae

[조선이공대] 권중근  윤두수  이응재  최유성

[초당대] *김병식

[칸세라] *이원호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 임웅대

[포스코] 서승국  정하명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고동준  김준우  이윤수  *한건우

[한국광기술원] 송광염  장인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민식  민경선  박용수  반정민

 오다원 이상민 이유림

[한려대] *이현철

[한림과학연구소] *정경환

[한솔신텍] 송재헌  이정우

[한화케미칼] *김건철  *김연석  *박지훈  *손원일  *심재형

 *이점우 *이춘원 *장규상 *조계문 *조세영 *최권덕

 *최남철

[해양에너지] 김종선  *김형순

[호남대] 강웅일  노선균

[회명솔레니스] 강성민

[CMTECH] *이학신

[EMS] *박태경

[GS칼텍스] 김기주  송주호  *전상호

[KC] *장우상

[KG케미칼] *이기준

[KRCC] 백승현

[LG DOW 폴리카보네이트] *권용근

[LG화학] *권승혁  *김동철  *김영태  김인수  *김인현

 *김홍익    *남궁길용 박홍석 *서영주 오승민 유근훈

 *임남진 *장정훈 *장희익 *전명현 *최회열 *한동호

 *홍학표 *황칠석

[개      인] *김갑수 *박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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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부

[강원테크노파크] *김상호

[거양개발] *김종관

[경북대] 강다연  강후인  곽동엽  권  능  김경훈  *김동현

 김두희 *김문갑 김미강 김민수 김병기 김세정

 *김영규 김원준 김윤영 *김재창 김정탁 김주현

 김태영 김현지 류민영 박경민 박미정 박소영

 박주영 *박중곤 박지수 박현아 박현웅 박형준

 배정은 백승욱 서주역 성수환 *손종락 *송동익

 송명훈 *신규철 *신원식 신종민 안광노 안원경

 여상도 여환석 우진혁 유지영 이기영 이병관

 *이상학 이새봄 이선경 이선영 이수용 이수출

 이승주 *이영세 이예인 *이용현 이유민 이은정

 이재원 이정은 이준기 이지태 이철연 이철호

 이현권 임상훈 *임용진 임재진 장건구 장성운

 장윤선 장재현 장준혁 전지수 정수환 정승우

 *정인우 정혜지 제현우 조민선 조성빈 주연홍

 *주   진 지민봉 채상학 채호진 최미나 *최상준

 최성민 *최용희 추광호 한동경 한상진

 Naresh mameda Shaukat Khan

 Tahir Iqbal

[경북지역사업평가단] *김태진

[경북테크노파크] 최용규

[경일대] *김명철  *남석태  *박영태  *박진남  *전일련

 *최호상 *한명진 *함성원

[계명대] 곽유정  구동희  *김종식  *노승백  박지영  서민아

 *서숭혁 *신동수 안원술 양여경 이동규 이민우

 *이병환 이유나 이진배 정다은 *하기룡 *홍영석

 황은비 Qin Pei

[계명문화대학] *김윤갑  *안희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류병곤

[금오공대] 김나현  김민국  김민찬  김연정  김재성

 김태호 김   현 김현진 김현진 남가현 박다균

 박대규 박시은 박영주 박준동 박준영 박준희

 박채빈 박채영 서명균 양비룡 오은지 *윤관한

 이가람 이승현 이채림 이화진 이희영 임연수

 *장지웅 전광훈 전석진 정재영 조성기 조언경

 최석원 최인혁 황보현우 황지수

[나노코] 이인구

[대구가톨릭대] 이보름  정선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강민균 강진규 고현기 김경환

 김수관 김순현 김주희 김   참 남건희 *배영찬

 심규민 양지웅 유성훈 윤성원 *이용민 장민수

 전소연 *정대성 조장환 최종민 하재언

 Acquah Ebenezer Koio Deepan

 Hassan Syed Zahid

[대구대] *김경회  *김문현  김영민  박중호  신강호  양기혁

 이은주 이재혁 이재호 *임광희 임세정 *정찬홍

 함재용

[대구한의대] *박문기  박종필  최창형

[도레이폴리텍] *김진년

[도레이첨단소재] *김상필  정인식

[동국대] 김수환  류준형

[동아공업] *박용주

[동양대] *고승태  김일순  이진모  한미정  *한원희

[삼일방직] *노희찬

[새빗켐] 박정원

[스톨베르그앤삼일] 신익주

[아가페유통] *인순일

[안동대] *김영식

[영남대] *강미숙  강석호  강유진  권병찬  권진리  김경호

 김규리 김근우 *김기석 김도환 김범준 김병호

 김보명 *김봉식 김시은 김아현 *김우경 김재열

 김종환 김준영 김지희 김창섭 *김혜경 김효은

 *노석균 노영호 노윤하 도정연 레반남 로드릭참나

 롱벤덱 류다은 류시옥 류채원      리아즈 암자드

   무하마드 자훌  박노국 박도휘 박상모 박지민

 박진호 박창훈 박채윤 박혜연 배기용 배다솔

 *배효광 백다혜 *서길수 서정현 서희준 손남규

 송문경 *심재진 안채리  알하마디 살레 양동규 오세희

 오수영 유다민 윤경림 윤다희 윤은정 윤태호

 윤현서 이경서 이기백 이다은 이동영 *이문용

 이상훈 이세빈 *이승우 이언주 이영진 이재윤

 이재형 이지민 *이진태 이태진 이태형 이현희

 임영환 장지원 *장혁상 전윤창 전혜준 전호영

 정다연 정동섭 정용한 *정재학 정지혜 정진현

 정해원 정현준 조나영 조동원 조무환 조민제

 조형득 채강호 천연진 최민철 최진욱  카딜킨자

    파라오루 모한 레디   펠리시아 하성수 한호성 허만철

 허재완 허준녕  호앙티하이하 홍재민 홍지민

 Ahsan MD Murshidul Alam Nawaz

 Andika Riezqa Fatimah Manal

 Gedi Sreedevi Hussain Arif

 Iqbal Sarmad Javed Umer

 Junaid Haider Kidie Abebaw Eshetie

 Le Cao Nhien Le Phuc

 Muhammad Abdul Qyyum Naquash Ahmad

 Nguyen Van Toi Pallavolu Mohan Reddy

 TrangThiThuyLe Wahid Ali

 Yus Donald Chaniago

[영남이공대] 김건엽  문진환  *박영해  *송세달  *심홍섭

 이석민 허종범

[이라소재] *이광형

[제이씨 컨설팅] *최재우

[클라리언트촉매] *이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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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피에스] *이원근

[포스코] 고창국  신명균  이운재  장동민  *최태화

[포스코기술연구원] 윤시경  *최재훈

[포스코켐텍] 최혜지

[포항테크노파크] *김기홍

[한국가스공사] 박성태

[한국기계연구원] 이동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최일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숙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연세대] 노지원

[한국소방기구제작소] *정수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황병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혜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김대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혜지

[한화케미칼] 김지호 박진호

[협진화학] 김도형

[KAIST] 김서아

[LG화학] *권봉수  임슬기

[OCI] *김재신

[OCI머티리얼즈] 정순천

[Polytech] *손영호

[POSTECH] 강병권 강병찬 강예지 *강인석 강채원

 고동현 고명철 김건우 김경학 김관호 김도경

 김동성 김동표 김동형 김무성 김민재 김상국

 김상식 김상훈 김성경 김성빈 김성섭 김영기

 김예규 김용태 김용희 *김원배 김은서 김장규

 김정명 김지선 *김진곤 김진수 김철주 김홍기

 김효정 *남인식 남창우 노경종 노명현 노용영

 노유성 노효균 류태경 문기종 문조현 문현식

 민정기 박기태 박문정 박병언 박성민 박소영

 박윤빈 박윤상 박윤성 *박종문 박지수 박진규

 *박찬언 박태윤 *박태호 박훈민 반소영 배재진

 백민기 백승현 서예성 서의진 *서활원 석주연

 송병주 송홍선 신기영 신동재 신민철 신선규

 신지호 신창현 신효정 심규인 안상현 안현우

 양병선 양유동 엄태웅 예영진 오현민 *용기중

 유종현 유지아 육   솔 육현우 *윤병준 *윤영식

 *윤용주 윤원근 윤희원 은자경 *이건홍 *이경희

 이동현 이민경 이민석 이보람 이상진 이서영

 이석용 *이선복 이승준 이승현 이예나 이유진

 *이인범 이정근 이정욱 이주현 이지아 이지훈

 이태형 이한솔 이화준 이효민 임세준 임원광

 임종빈 임채성 임현규 장성연 장윤정 장한솔

 전경희 전남기 *전상민 *정규열 정서윤 정석현

 정성준 정연수 정용재 정일준 *정종식 정주영

 정현정 조아라 조윤기 조창신 조하늬 주계일

 주미은 주정운 지유미 차상학 *차형준 최동휘

 *최선희 *최원용 최준일 최지훈 최청룡 최현준

 최형주 하미진 하재환 한기덕 한슬기 한유진

 한정우 한현수 *홍석봉 홍인주 홍정별 황동수

 황루이 황서경 황재성 황종국 황현규 황희동

 Chen Bin Jhoanne Bongol

 Odabasi Selda Rahul Ramesh

 Sahoo Suman Kalyan Zhuo Zhang

[RIST] *김경태  김신희  김진영  도규헌  박해라  박해웅

 *백준현 손소리 이미선 이영봉 *이용국 *전희동

 정기영 조길원 최재형 추나연

[SK실트론] 송도원 오정민

[SK머티리얼즈] *김충래

[SK이노베이션] *김진의

[개      인] *강종희 정   극

대전충남지부

[건양대] 고문규  김동구  *김동찬  김태형  김현욱  박종호

 송경호 송기창 양준호 장나래 *정헌생

[고려대] 김민재  김성준  *백승필  윤나리

[공주대] 강석수  강현성  강회종  *고영수  구희지  권혜지

 김문정 김석준 김수현 김은빈 김정유 김종진

 김진우 김진현 김태진 김현아 김형준 김효진

 남현우 민병호 *박균영 박서연 박세훈 박승근

 박유리 박하향 박혜리 배채환 서연성 서혜원

 손영곤 송동민 신동원 신성욱 안가현 엄윤호

 오설영 오세천 오홍근 우재규 유달산 유용인

 *윤세중 윤수근 이기섭 이동건 이서희 이선준

 이성호 이원혁 *이종원 이종집 이창용 *이철호

 이철희 임고은 임진형 *전종기 *정경열 정지은

 정하영 조규민 조다님 조인아 *조정호 지영현

 최윤정 최홍균 표성원 하지윤 한유진 허수정

 홍순직 황보미 *황의환 황진수

 Babu Madavali Carino Ann Charise 

 Encarnacion Jade Dhalle Fernandez Frances Danielle

 Losaria Pauline May Manianglung Clinton

 Nhat Duc Bui Nodora Kerguelen Mae

 Pacia Rose Mardie Palicpic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김지수  김찬미  박사무엘  양창원

 오건웅 이정환 이총민 임석현 장진영 정재용

 최현우

[국가핵융합연구소] 정기정

[국방과학연구소] 강샛별  김민건  김종선  *김현수  김현정

 *김형식 *류삼곤 *박방삼 배수빈 *이준웅 *이해완

 *임유진 장성온 정병훈 정현숙 *채주승 한정식

[그린환경] *김우현

[금호석유화학] 곽광훈  김유미  김재우  *노경호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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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나노종합기술원] 안치원

[단국대] *박찬교  *오경근  *이창현  정재환  *조태환

[대림산업] 강성우  송교상  이재훈  천병순  최유리

[대전테크노파크] *김영대

[덕산네오룩스] 강문성

[동양탄소] *박영태

[라드웍스] *전관식

[롯데케미칼] *강경보  강종원  김동규  김상현  김욱겸

 김종표 김진형 김현아 김희영 민형기 배송이

 복현규 서영종 신국승 신은혜 *이동우 이민재

 이헌욱 장병각 조영준 진숙영 최성환 최영헌

[목원대] *김철경

[미래엔지니어링] *김태준

[배재대] *임   굉

[범한산업] *신현길

[부흥산업사] *고재천

[비츠로셀] 박명우  박영명  임규희

[삼구아이앤씨] *이중규

[삼성코닝정밀소재] *강병관

[삼양사] 권순용  김기용  김지은  김태건  노재국  류   훈

 박정업 박혁민 배도영 손용재 신경무 유승현

 이동현 임대희 전원현 조철진 진선철 허성현

[상명대] *강문성  강보성  김도형  김소은  문하늘  *박진수

 송현비 이지은 이지현 최영은

[서강대] 하태형  *유승준

[서울과기대/하이젠] 이명식

[선문대] 감다혜  김승기  김진우  *김학희  *오세중  *이희찬

[세라컴] 김종국  신병선  정관형

[솔레이텍] *김지동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나상천

[수경화학] 김지민  김동호  김상국

[순천향대] *김동학  김바울  *김진걸  박주용  신윤정  양혜진

 엄진화 *유홍진 이다은 *이윤배 *임정균 *임종민

 장석규 조민용 조용현 조준휘 *최광진 최은영 

 *하진욱 *한현각 한현우 황태구

[신넥앤테크] 곽인섭  문성준  *신장식

[안전보건공단] *이근원  최이락

[애경산업] 김한영

[에너토피아] 민병무

[에스에스로] *안중실

[엔바이온] *이현재  정정민

[엔켐] 오정강

[연세대] Nguyen

[영남대] 강도형

[웅진에너지] 김광훈

[원익머트리얼즈] 강태진

[유한양행] 이경실

[을지대] 한정숙

[이맥솔루션] *임대재

[이엔이] *박헌휘

[일신오토클레이브] 조완택  지성화

[일신오토클레이브/충남대] 박종범

[자동차부품연구원] 구영모  김기훈  김성현  김아영  문동준

 오미혜 윤여성 이평찬 장은진 정수진 하진욱

 *현정은 황예진

[젠스엔지니어링] 김인백  *조순행

[지엔에스피] *김영철

[청운대] 소순영

[충남대] 강경구  강소립  *강  용  강응수  고은서  곽세현

 구본준 구지은 권세진 김경한 김다름 *김동명

 김동영 김동호 김   들 김민규 김민지 김성탁

 김소희 김영대 *김영진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윤하 *김인호 김재성 김태근 김태완 김하연

 김현중 김혜정 다오반 라리나 민효선 박관현

 *박소진 박수진 박용진 박은희 박종현 박지윤

 배경호 부반티엔 서준희 성재민 송   강 송승완

 송준희 신상호 신예린 심규락 심은주 안기훈

 안명록 안예빈 양시우 *양현수 오하영 오효준

 우동욱 *유승곤 윤상호 윤석진 이광복 이규복

 *이기윤 이병진 *이보성 이소은 이순덕 이승연

 이승화 이승희 이영규 *이영석 *이영우 *이용택

 이우열 이융희 *이창수 이홍진 이희열 임경묵

 *장동순 장진성 전병준 전형철 정경준 정남기

 정성근 정영민 정예송 조광희 진시형 차경환

 최명길 최예림 *최유성 최종선 최지원 *최호석

 트란꺽시 *한명완 한지민 한지수 *허강무 홍우경

 황라현 *황택성

 Ali Yousuf *Lukas S.

 Nguyen Ngoc Anh Nguyen Tham Thao Trang

 Nguyen Van Toan Oleksii Omelianovych

 Rashid Reddicherla Umapathi

 Syed Fakhar Alam Trinh Van Huy

[충남대/KIER] 임대호

[충남대/한국기계연구원] 구태형

[코오롱플라스틱] 정경석  지한솔

[태광산업] *강홍섭

[포스코켐텍] 오세민

[폴리피아] 이상봉  조은희

[퓨어스피어] *이진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  인  *박태준

[한국기계연구원] 길상인  김민수  김  영  김영상  나건수

 손상호 *송동근 신지훈 윤진한 이영덕 이준희

 전민규 최대근 최병일 *최연석 한방우 허필우

[한국기술교육대] 노성래  *유성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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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우섭  한인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염수진  이명환  이승구  이혜원  임은경

 *전국체 전형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본진 권기옥 김상범 김상용

 *김수진 김영두 김용수 김용진 김종수 김준엽

 김한슬 박소담 박제성 박지혜 *박형기 방병열

 백자연 송은혜 안성민 안형준 양   원 오승진

 윤주형 이영재 이용운 이은도 이재욱 이홍식

 임   호 정수화 조재훈 주성환 최영태 황기섭

[한국생산기술연구원/POSTECH] 김동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UST] 황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성균관대] 최현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연세대] 김혜수  박근영  최원준

[한국수력원자력] 안희진  이동국  조현제

[한국수자원공사] 김지혜  백인찬  유영범

[한국원자력연구원] 감다영  강현우  *권선길  김가영  *김용익

 김익수 *김준형 김형주 김혜현 노창현 박상민

 박선희 *박현수 *심준보 양희철 *오원진 이근영

 이기락 임광수 *장홍래 *정동용 정민환 정종헌

 *정흥석 조영일 조용준 최기인 *최왕규 최용남

 최은영 *한필수 홍석민

[한국원자력연구원/연세대] 오맹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남수지

[한국제조기술] *김성수

[한국조폐공사] *한순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권한중 김선경 김지혜 김철주

 *박계성 방준환 서용재 안지환 *윤호성 이승우

 이재욱 *이진영 장한권 *장희동 정경우 채수천

 *최병인 한요셉 홍혜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KAIST] 서영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보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명수  김진태  박은욱  이상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영수

[한남대] 김극태  송은주  오주석  이병철  이은주  *임지원

 *정성일 하성호

[한밭대] 강은수  *고장면  *김광주  김예슬  김형준  *류완호

 박인호 백설희 송대영 송형소 양주희 *양천회

 양희옥 오민욱 *우승한 *유명현 윤소희 이건희

 이아현 *이원묵 *이철우 *이충곤 이화성 전락영

 전민석 *전상문 *전종한 정미선 정민영 정우영

 정효빈 주영택 차현수 창재훈 *최근호 최기헌

 최은영 최진실 *홍성욱

 Adams Derrick Bon Chris Diola Elizabeth

 Gbadago Dela Quarme Vo Anh Thuan

[한서대] 나우진  *박해경  *장현태  Areeerob Yonrapach

[한양대] 장광석

[한전원자력연료] 곽동용  *배영문  *백인석  *신현동  *양승철

 *이병국 *이준호 *조보현 *조현광 *조형진

[한전전력연구원] 곽병섭  김동원  김상미  *문전수  박경일

 이동욱 이종민 *최미화

[한화케미칼] 김길호 김대각 김명일 김지원 류현철

 명완재 박규학 서   현 오명석 *원호연 이병현

 *이상욱 이신범 이준규 *이찬홍 임동욱 장재규

 정경선 한기도 한주희 홍기원

[한화토탈] *강동균 고민수 김창희 *남이현 남진우

 박지용 서석규 서한욱 오상준 이도훈 이동근

 이승철 이진석 이현정 임재륭 장호식 *최   선

 *최창현

[현대오일뱅크] 고영규  정진환

[호서대] *김수영  *김진배  *김헌창  *김   홍  서동철  *오창섭

 *이택홍 *채희정

[홍익대] 김병덕  김진구  김진형  *박경문  *박윤국  박진욱

 신지현 *신흥수 *이병철 이은지 정상규 정혜인

 최하나

[화학물질안전원] 임지영

[환경부] *강미진

[회명솔레니스] *한형수

[BMS] *채영배

[CNCPEL] *김양기

[DPI SOLUTIONS.NET] *최남석

[ETRI] 오지은

[GS칼텍스] 김우람 김욱동 김   윤 남철우 박종명

 박종철 박혜린 송찬우 엄문호 오석일 유미정

 윤여권 이경준 이율리아 이주호 이형철 임종구

 장준호 전영선 정상철 정   훈 조정희 최진달래

 한인수

[IBS] 김재헌

[KAIST] 가성빈  강경민  강계원  강성환  강영훈  강호형

 *고동연 고성준 고유성 고진석 고형준 곽무진

 곽민수 곽병은 곽호범 구창대 권기훈 권오민

 권한창 권혁진 길지효 김건주 김경준 김귀민

 김규남 김다은 김다흰 김대욱 김도윤 *김도현

 김도희 김동우 김동인 김동재 김리율 김명엽

 김민구 김민기 김민수 김백민 김백준 김범식

 *김범준 김보라 김보은 김봉준 *김상돈 *김상욱

 김상현 *김성철 김성현 김세호 김수라 김수현

 김신혁 *김신현 김영웅 김영화 김예솔 김예지

 김완태 김용재 김용주 김용환 김유나 김유식

 *김유천 김윤곤 김윤수 김윤정 김인호 김자경

 *김정회 *김종득 김종민 김종빈 김종현 김주예

 김주환 김지오 김지용 김지원 김지한 김지환

 김진성 김진욱 김찬솔 김찬연 김채훈 김태수

 *김학성 김한솔 김한을 김현빈 김현빈 김현욱

 김현지 김휘동 김희수 김희연 김희은 김희정

 김희탁 남궁권 남성경 남윤태 노고산 노형준

 도형완 두기수 류익선   링에슈테판 모성원 문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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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남기 민주원 박강호 박관용 박다현 박상훈

 박선영 *박선원 박수진 *박승빈 박시훈 박연경

 *박오옥 박용주 박용천 박재민 박재현 *박정기

 박제일 박준길 박진원 박찬호 박철영 *박현규

 박홍근 박홍준 방기력 방준호 배성웅 배성진

 배준민 *배태현 백승준 백호용 변하은 변혜령

 사드 서동혁 서민지 서봉임 서정철 서혁준

 석승환 송영동 송자연 송지윤 송현섭 신도중

 신승재 신재만 신주현 신지혜 신진솔 신혜영

 신희웅 심상현 심현서 심현정 안소연 안윤호

 안준기 안현아    야부즈자패르타야르 양동수 양정우

 오반석 오슬아 오승제 오승환 오재우 오지훈

 우동윤 우미혜 *우성일 유경환 *유   룡 유애진

 유하은 유효정 육성민 윤근태 윤다은 윤동기

 윤성호 윤요성 윤지원 윤해주 윤홍석 이건호

 이경문 이경수 이경호 *이도창 이동규 이동규

 이동현 이동효 이민희 이상민 *이상엽 이서영

 이석원 *이성택 이송현 이수호 이승열 이승엽

 이언희 이영일 이영준 이영준 이영훈 이예찬

 이요한 *이원국 이원무 이원형 이유한 이응준

 이일송 이재서 *이재우 *이재형 이재홍 *이정용

 이종언 이종혁 이주민 이주성 이주영 이주혁

 이준상 *이준식 이준영 이준혁 이지성 이지연

 이지환 이진우 이진홍 이창열 이채영 이태민

 *이해신 이현로 이현정 *이현주 이현준 이형진

 이호인 *이   흔 이희천 임다솜 *임성갑 임현석

 임형묵 *장대준 장두형 장바르사 *장용근 장우대

 *장호남 장효원 전민규 전은정 전준혁 전현우

 *정기준 정기훈 정병국 정선일 정소현 정여진

 정우빈 정원석 정유진 정의석 *정인재 정재민

 정주영 정진홍 정호원 정호진 *정희태 제광휘

 조경민 조민수 조수연 조용준 조원희 조은선

 *조의환 조인진 조재성 조준범 조   현 조현진

 주   용 *주웅길 진민규 진서안 차영현 차지원

 채준수 *최민기 최민석 최선웅 최승호 최시영

 최아영 최예찬 최예훈 최우성 최우성 최유진

 최재령 최재웅 최재호 최정훈 최준환 최지훈

 최태민 최홍범 추현원 한동주 한동호 한상훈

 한승희 한은혜 한태희 허동훈 허성민 허지윤

 현석원 현태훈 홍영란 *홍원희 황영은 황호석

 Ahmed Hafiz Anus Cueva Sola Ana Belen

 Li Pei Li Sheng

 Maheen Rana Prabowo Cindy Pricilia Surya

 Vu Thi Thanh Hai Wang Nianfang

[KIER] 강경수  강성필  강신욱  곽병성  구기영  국진우

 권은희 김광득 김광호 *김권일 김동국 김민철

 *김상경 김상국 김상도 김상조 김선형 김성은

 김수현 *김영일 김우현 김재영 *김재호 김정수

 김정환 김종남 *김종원 김종환 김지은 김진수

 김태우 *김태환 김하나 *김학주 김현욱 김홍수

 김희연 *남성찬 남형석 노남선 노의진 라호원

 *류호정 *문승현 문지홍 문태영 *박구곤 박권우

 *박상도 박상현 *박석희 박성진 *박영옥 박영철

 박재혁 *박종기 *박종수 박종호 박주현 박지연

 박지찬 박혜영 배달희 배재성 백건욱 *백일현

 백정훈 서동주 서명원 서정윤 *선도원 송경호

 *송광섭 신경희 신동원 신성희 안영수 양새롬

 *양정일 양정훈 오정석 우제민 원유섭 유윤종

 유정균 유지호 *윤민혜 윤상준 윤성민 윤성희

 *윤여일 *윤왕래 윤재경 윤형철 이경환 이대근

 이도연 이성곤 이성훈 이세영 *이승용 *이시훈

 이우윤 이원희 *이인구 *이재구 이정현 이진혁

 이찬현 이창근 이평종 이학근 이해인 *이형근

 이혜진 이효준 이효진 임근배 임민정 임탁형

 임   혁 임효빈 장산하 전상구 전원진 전일수

 정규원 정문선 정성욱 정수영 *정수현 *정순관

 정운호 정인영 정진영 정찬희 정태성 *정   헌

 정헌도 조강희 조동우 *조성철 *조성호 조원철

 조윤행 조의현 조현석 *주현규 진경태 채재병

 *천동현 최예라 최유진 최일호 최정호 최준규

 최해수 최형찬 추고연 하동수 *한근희 한상섭

 한원비 한재찬 홍주미 황경란

 Amirul Kanak Bharat Rana

 Liu Lingyu Murnandari Arti

 Pham Anh Dung Shah Syed Fawad Ali

 Sohail Muhammad W.Kazmi

[KIER/KAIST] *김예진

[KIER/KRICT] 고강석

[KIER/경북대] 박훈범

[KIER/고려대] 강지민  김민용  김영은  김지은  박형진  

 안소라 오장원 윤해성 이동영 이재랑 이지은

 주상현 최선아 최은경

[KIER/공주대] 신윤수

[KIER/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Adam Febriyanto Nugraha

[KIER/서울시립대] 김연진  이윤표  이진희  전예은  홍유미

[KIER/연세대] 민병석   박태용  이강산  Deviana Deviana

[KIER/충남대] 빅터 폴  손성혜  윤재랑  이기숙  이상은

 이태경 장현성 한시우

[KIER/충북대] 이석형

[KIER/한양대] 김영재  정은영  조승현  조현정

[KISTI] 안아름  염민선

[KNC] 심춘식

[KRICT] 강나영  강민수  공창인  곽근재  곽철환  권순일

 권연주 김고운 김기웅 김범식 김석기 김성민

 김성중 김여진 김영민 김영민 김용구 김용태

 김정랑 *김정훈 김철웅 김태완 김형주 *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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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택 문기쁨 *문상진 문수영 박경아 박대성

 *박선영 박선주 *박용기 *박인준 박재득 박지혜

 박채영 박철우 박하원 *서봉국 서정권 석정돈

 성문숙 성훈모 송창열 *신재욱 안진주 오이슬

 우현제 유영우 유주현 윤지웅 이대원 이마음

 이상구 이상민 이상봉 이선주 이성우 이성훈

 이수복 이수연 *이영길 이유진 이윤조 이일규

 이장용 *이정민 이종명 이지연 이철위 임유영

 임은호 임정애 임형섭 장봉준 *장종산 장혜연

 *전   근 전기원 정광은 정선호 정성묵 *정순용

 정윤호 정현철 조경호 조성윤 주정찬 차현길

 채호정 *최명재 *최원춘 최윤미 하종욱 한상영

 한설희 한승주 *한요한 허일정 홍도영 홍영택

 홍지숙 *황동원 *황영규 *황진수

 N. N. Thuy Nguyenmanh Tung

[KRICT/UST] 이동원  차가영

[KRICT/고려대] 양선규  이동창  한지수

[KRICT/서강대] 김   집  배영규  최명호

[KRICT/서울대] 안수민

[KRICT/연세대] 김태균

[KRICT/충남대] 김주영  이동석  이종원

[K-water 융합연구원] 이정민

[LG화학] 고동현  *고한배  *권영운  권용우  *금종구  *김명진

 *김명환 김익현 문영동 *박종근 서명지 *신준호

 *유정수 *이규황 이기수 *이만철 *이진열 이호경

 이호경 장영래 정소담 *정순화 정승우 *주은정

 최대흥 최재순 *최재훈 *최정욱 *한장선 한중진

 홍대식 황인석

[PSE Korea Ltd] 최수항  *한상필

[SK대덕기술원] *박영서

[SK바이오텍] 김선미  박헌수  최진순

[SK이노베이션] 김도경  *김도완  김석원  김연호  김지민

 김태승 김태진 김희수 라연화 *박성범 *박재연

 *방상구 변영진 서영빈 송인협 *오승훈 윤동민

 *이민회 *이성준 이현희 이호원 임주환 전희중

 최재석 *추대현 홍석준

[개      인] *권영배  이재홍  *황인규

부산경남지부

[경남과기대] 박재우  박치훈  오현철  정민지  조세연

[경남대] *곽   철  *김학준  *박인수  *안영철  *윤조희

 장원준 *황영기

[경남에너지] *강인구  *김정원

[경남정보대] 강대웅 고진범 권세정 김경원 김기연

 김대원 김도훈 김륜현 김병철 김봉수 김성태

 김시후 김영조 김종덕 김종섭 김지훈 김진홍

 김태경 김태완 김태완 김현성 김현준 노현준

 박선렬 박정원 예성주 우중언 윤성록 이광세

 이정훈 이정훈 이준영 이채홍 이희호 임정균

 임종범 임주영 장정욱 정강우 정재령 정   준

 정지원 조인호 최정재 최종정 하인강 *허광선

 홍성민 홍진하

[경북대] *이태종

[경상대] 강동훈  강만길  강수빈  김경민  김민구  *김성배

 김유경 김희원 *남상용 박성현 *박영철 박하늘

 서민정 *서양곤 소가영 심하영 *안주현 원성욱

 위수한 *이동근 이동민 이동준 이세희 이유진

 장혜경 정의대 정재윤 조가휘 조병훈 최광수

 최주홍 최창호 최한아 탁영재 허정원 황인성

 Phule Ajit Rakesh Saroha

 Xueying Li

[경성대] *신용섭

[금호석유화학] *김정호

[대명화학] *이대광

[대원열판] *김형술

[동산종합식품] *김정관

[동서대] *김종현  얀 알렉산더

[동아대] 강동환  강승오  강신혜  강혜림  *강   효  김나현

 김동은 *김봉규 김봉환 김서균 김세영 김수한

 김승현 김점수 *김종민 *김준형 김준호 김태형

 노해성 민병철 민성환 박동원 박동준 박송은

 박아람 박혜정 박효정 *설수덕 *손진언 심득용

 *양수철 오영석 오창일 옥창민 윤나은 윤은혜

 *이상호 이성찬 이수진 이재윤 이정규 이태우

 이태훈 *이헌상 이현주 임라나 *장상목 장선민

 주창하 최문혁 한주승 한화연

[동의과학대] 김경호  김재현  나영수  남민식  윤승민  윤종오

 이화수 정민호 최재형

[동의대] 김종팔  김진경  성충현  *윤태경  *이광현  이종백

 *최대웅 최수빈 *최정봉 *한성범

[두산중공업] 최용준

[부경대] 고현주  공태연  권혁택  김경민  *김성빈  *김영한

 김영훈 *김용하 김종규 김창완 박용범 박이슬

 박지원 배서준 *서근학 송윤하 양석환 엄기헌

 오현우 *우희철 *원용선 *유   준 윤찬수 *이경범

 *이내우 이성찬 이예민 이예빈 이예지 이예지

 *이제근 이창준 이태윤 임도진 임성인 *임준혁

 전병수 정귀택 *정용옥 조용남 *주창식 최성일

 최창용 황정욱

 Devi Marietta Siregar Dickson Rofice

 Ivannie Valentina Effendi Niaz Haider

 Nkurunziza David Petar Zuvela

 Saravana Satish Kumar Ainala

 Wei Zhang Zarei Mohammad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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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강세희  강소연  강찬구  *고광락  공다슬  구윤장

 김가형 김강민 김건희 김미연 김미주 김민수

 김보현 *김부웅 김   석 김설희 김성겸 김소령

 김원호 *김   일 김재혁 김주영 김주용 김중래

 김창만 김채빈 김태균 김태연 김태환 김한별

 김한성 김현준 김혜지 김효정 남수명 리수웨이

 문성현 문지훈 박대원 *박대원 *박상욱 박상후

 박성훈 박시환 박지혜 박철우 배언아 배영진

 백지윤  산무가순다람 성병관 성혜경 손준실 *송승구

 송영은 송주헌 신종휘 심지은 안도영 안석기

 *안영철 양혜진 오유관 유성준 윤성현 윤예진

 *윤진환 이도형 *이선구 이성훈 이슬찬 이승걸

 이아라 이인규 이창협 이초롱 이한빈 임수경

 임지환 임현성 장위 장은혜 장지수 *전충환

 정민영 정성욱 정용철 제정호 조국현 조수민

 조예린 진성호 진현준 채상민 최각규 최영선

 최영현 최윤석 하지현 한지훈 현   규 홍승연

 *황규석 황영진 황지섭

 Francis Kurisingal Jintu 

 Kanagaraj Shanmugasundaram

 Li Dongfang Li Yixin

 Mohammed Panthakkal Abdul Muthalif

 Nhnam Phu Nguyen-Vo Thuan

 Robin Babu Sakuntala Mutyala

[부산카톨릭대] 김문일

[부산테크노파크] *이재근

[산수] *김선수

[삼미종합특수강] *김영국

[삼성전기] 윤인배

[삼성중공업] *이성우

[성우하이텍] 배민관

[안전성평가연구소] 김정민  정성미

[알켄즈] *김동필

[연암공과대] *곽병구

[인제대] 김동욱  *김양수  노대영  심하은  이유정  장동진

 정윤경 현지연

[재료연구소] 구혜영  김기영  김동호  김은애  이강은  이혜문

 최준환, 홍기현

[전진엔텍] 이병돈

[정림] *임동옥

[제일E&S] 김성기  진영훈

[조광페인트] 박경규 이소현 임동섭 정증효 채현수

[지엔테크] 윤미자

[창원대] 구윤정  *김병관  *김종화  김주환  *김진경  김태광

 김현우 *박근호 박민주 *배성근 변희주

 보르 암가란 *송주영 원왕연 정대운 정창훈 차혁재

 최보민 *최희규 카셥 파틸 한상일 한종대

 Gaikwad Sanjit Jagalsaikhan Battsetseg

 Kadam Rahul

[창원대/하지이엔지] 김성수

[초선부락] *허정도

[특허법인 신태양] 백승준

[피피지코리아] 박경민

[한국기계연구원] *이규환  최승목

[한국분체공업기술협회] 최우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태용  서성덕  이승민  *임동하

 임은미 홍상연

[한국세라믹기술원] 김도훈  남덕희  노광철  노동규  서한결

 송세연 신원호 왕성은 정남영 정대수 제현모

 천진녕 최임주

[한국세라믹기술원/경남대] 지상현

[한국신발피혁연구원/부경대] 박다빈  김재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안정민

[한국전기연구원] 박종환  양선혜  이유진  이지은  정승열

 최정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종민

[한국해양대] 정재학  *김경련  우예솔  윤지호  장지영

[한림인텍] *강성안

[한솔신텍] 이용성

[화인테크놀리지] *서영옥

[DH케미칼] 문재석

[DNV GL] 김기수

[FAU BUSAN] 김경묵  왕희지  정선화

 Alexander Jahn Christoph Lindenberger 

 Giovanni Luzi

[Kumi Univ.] 강성규

[LG화학] 강경연  *김영아

[SG1 Tech] 신종선

울산지부

[대구가톨릭대] 김세화

[대한유화공업] 김용철

[덕양] *유경범

[동국대] 임종훈

[동의과학대] 이석준 이승훈 최성원

[롯데비피화학] 강진규  강형호  류도욱  이인수  *정동환

 지원호 최상옥 *추수태

[베니트엠] *강기준  *김광현

[부산대] 장서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김현영  신인재

[생산기술연구원] 안유찬

[알파안전] *조필래

[애경유화] 김정곤

[에스케이씨에보닉페록사이드코리아] 박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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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정홍기

[오덱] 김지현

[오미아한국케미칼] *추경준

[울산과학대] *변윤섭  서정호

[울산대] 간델왈마히마  강성구  권지수  *김대식  김병수

 *김선욱 김영섭 *김영태 김재성 *김준범 김진영

 단탄중       로디오크 찻차이 류   적 리원원 맹일명

 박경구 박찬이 박태영 *변용위 신승부 *신은우

       아니루다 몰라      오옥결 *오은석 오티옌린 왕명연

 우홍안 웬티킴안 *유익근 이   슬 이승구 *이학성

 이혜진 장개명 장준민 *정진석 정해원 최원묵

    터바수 선굽타  허승현 홍순호 황지명

 Chandrasekaran Sundaram Dao Duc Quang

 Gendensuren Bolormaa He Chengxiang

 Huang Haiji Jana Jayasmita

 Lien Do-Thi Nguyen Phu Huy

 Nguyen Thi Minh Hien Pham Thanh Truc

 Sui Lijun Tran Van Phuc

 Tran Van Tam Wang Linlin

 Xu Yue Yanchunxiao Qi

[울산대/NCN] *박종훈

[울산테크노파크] 김언아  우항수

[울산화학] *남경희  *채을수

[이수화학] 최수정

[카프로] 장문기  최종언  추학보

[태광산업] *강성출  *박정현  *이기화  *조웅집  *조진환

[한국몰드] 이규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형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부윤 권혁원 김경호 김수경

 김수한 김정환 박동국 배민아 송호준 오광철

 조형태

[한국생산기술연구원/부산대] 변미연  김건열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 서상혁

[한국트린지오] *황무영

[한국해상터미널안전공사] *두창익

[한국화학연구원] 김동우  김미리  김수현  김영철  김진우

 김진철 김진홍 김태희 김현국 남준현 노승만

 류형석 손혜정 양지연 유서윤 이동구 임충선

 *조득희 최동천

[한국화학연구원/부경대] 김수현

[한화케미칼] *박구동

[현대중공업] 천유진

[후성] 김동현  김동희  류승현  박동혁  송   근  안영훈  오훈석

 이덕환 이정은 이제길 장성간 정혜정 조영구

 한정훈

[JC케미칼] *박영기

[KG케미칼] 빈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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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일 *윤수경 *윤영석 *이양수 *이정목 *이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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