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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원
소   속

종신회원
성   명 소   속

박삼식	 (주)나노

박포원	 (주)나노

Gadisa	Bekelcha	 (주)나노

문명철	 (주)행복홈우드테크

권혜진	 GS칼텍스

김성필	 GS칼텍스

이종록	 GS칼텍스

최준수	 GS칼텍스

김경택	 KIER

조희주	 KIER

정용수	 LG	Japan	Lab	Inc.

이준구	 POSTECH

조재완	 SBK(주)

이용진	 SK케미칼

서호균	 경북대학교

양소영	 경북대학교

박창근	 니카코리아(주)

박현준	 덕성여자대학교

김도현	 도레이첨단소재

김우석	 도레이첨단소재

박동준	 도레이첨단소재

이지훈	 도레이첨단소재

박지은	 동국대학교

김수환	 동아대학교

성화승	 롯데건설

허성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승균	 서울대학교

심유란	 스마트바이오팜(주)

박병규	 엑티브온

신형섭	 엑티브온

정해원	 울산대학교

Akhtar	M.Shaheer	 전북대학교

Ameen	Sadia	 전북대학교

김예솜	 주식회사	퀀텀캣

채지연	 중앙대학교

고성호	 차의과학대학교

신혜영	 충남대학교

양재환	 충남대학교

민정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박현수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이시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호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문원경	 한국화학연구원

권성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허인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경수	 현대자동차

송유정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전영찬	 PK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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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문수	 KAIST

이가령	 KAIST

Komal	 KAIST

김지유	 KIER/고려대학교

정세은	 KIER/부경대학교

남지영	 KIER/성균관대학교

김경덕	 KIER/충남대학교

나기수	 POSTECH

이선재	 POSTECH

강윤석	 UNIST

김민정	 UNIST

김성윤	 UNIST

김재형	 UNIST

김지영	 UNIST

박병관	 UNIST

박서정	 UNIST

배미솔	 UNIST

이인희	 UNIST

이종혁	 UNIST

조윤종	 UNIST

Kamil	Ahsan				UNIST

황호동	 UST/KRICT

고채영	 건국대학교

설재승	 건국대학교

유승호	 건국대학교

최식우	 건국대학교

한현구	 건국대학교

김민범	 경북대학교

김병곤	 경북대학교

김정환	 경북대학교

사공혜영	 경북대학교

허윤미	 경북대학교

김은서	 부산대학교

비슈누	무랄리				부산대학교

서수민	 부산대학교

유재림	 부산대학교

이동주	 부산대학교

공원배	 서울대학교

박건환	 서울대학교

배재영	 서울대학교

유경석	 서울대학교

최기경	 서울시립대학교

Chan	Chen	Hui			서울시립대학교

Munusamy	Rajedran

		 서울시립대학교

이정민	 숙명여자대학교

장진영	 숙명여자대학교

이상수	 순천향대학교

최은지	 순천향대학교

김신의	 아주대학교

김도현	 연세대학교

김태현	 연세대학교

문우진	 연세대학교

배준혁	 연세대학교

안수정	 연세대학교

유예지	 연세대학교

이동균	 연세대학교

이화정	 연세대학교

홍승현	 연세대학교

Aravena	Cristian			연세대학교

김성훈	 울산대학교

변희경	 이화여자대학교

이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임서현	 이화여자대학교

임혜진	 이화여자대학교

정선아	 이화여자대학교

Duong	Hoang	Phi	Yen	전남대학교

김은규	 전남대학교

Chaudhuri	Haribandhu	전북대학교

임채령	 전북대학교

최종원	 전북대학교

강관우	 중앙대학교

강동현	 중앙대학교

강우석	 중앙대학교

강현철	 중앙대학교

권오현	 중앙대학교

모하메드	 중앙대학교

신은선	 중앙대학교

엄호종	 중앙대학교

오지웅	 중앙대학교

윤태열	 중앙대학교

이민지	 중앙대학교

이성준	 중앙대학교

장주영	 중앙대학교

정혜빈	 중앙대학교

채자영	 중앙대학교

최경지	 중앙대학교

최세영	 중앙대학교

홍성빈	 중앙대학교

홍주혜	 중앙대학교

조시훈	 차의과학대학교

마무나	와리스				충남대학교

하선영	 한국교통대학교

고은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경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정도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고상혁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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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회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Sayyid	Ayyaami	Sabata	Yepetri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이태련	 KIER/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서희	 강릉원주대학교

권은지	 강원대학교

서광명	 강원대학교

김태연	 건양대학교

이소영	 건양대학교

이지혜	 건양대학교

시키	 경상대학교

정수지	 경희대학교

최의현	 경희대학교

양경민	 동아대학교

박성주	 부경대학교

장민규	 부경대학교

김동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동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도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백지훈	 서울시립대학교

정진호	 성균관대학교

김예슬	 숙명여자대학교

김예은	 숙명여자대학교

변예림	 숙명여자대학교

이다진	 숙명여자대학교

이수현	 숙명여자대학교

이유정	 숙명여자대학교

조수현	 숙명여자대학교

김혜승	 아주대학교

구도경	 울산대학교

김용재	 전남대학교

이유진	 전남대학교

정해찬	 전남대학교

강준호	 중앙대학교

김가은	 충남대학교

김다빈	 충남대학교

김유빈	 충남대학교

이소연	 충남대학교

이예인	 충남대학교

이인우	 충남대학교

이중녕	 충남대학교

이현신	 충남대학교

임건태	 충남대학교

정유진	 충남대학교

조창한	 충남대학교

최윤형	 충남대학교

하경훈	 충남대학교

이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대학교

고형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나영	 한양대학교

하다윤	 홍익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