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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유의사항*
1 성함에 노락색 표기되신 분들은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1.성함에 노락색 표기되신 분들은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2.2018년 연회비 미납하신 정회원, 학생회원은 5월15일까지 연회비 납부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2.2018년 연회비 미납하신 정회원, 학생회원은 5월15일까지 연회비 납부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3 미처리건 명단에 계시거나 결제 입금하였으나 명단 에 없으신 분들도 TEL:02 704 4801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3.미처리건 명단에 계시거나 결제, 입금하였으나 명단 에 없으신 분들도 TEL:02-704-4801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입금 또는 결제날짜, 입금자명, 금액, 휴대폰연락처 기입 후 ksfea7044801@gmail.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입금 는 결제날짜, 입금자명, 금액, 휴대폰연락처 기입 후 ksfea7044801@gmail.com  부탁 립니다.) 

5월24일(목) 사전접수등록처에서 신분증 또는 입금확인증 지참부탁드립니다.5월24일(목) 사전접수등록처에서 신분증 또는 입금확인증 지참부탁드립니다.

본인 확인 후 사전접수등록영수증과 2018년연회비영수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확인 후 사전접수등록영수증과 2018년연회비영수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구분 이름 소속 납부금액회원구분 이름 소속 납부금액회원구분 이름 속 부 액

일반비회원 LI **E 인하대학교 120 000일반비회원 LI **E 인하대학교 120,000

일반비회원 김*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0,000일반비회원 김 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0,000

일반비회원 류*우 인천보건환경연구원 120,000일반비회원 류 우 인천보건환경연구원 120,000

일반비회원 마*람 (재)전남테크노파크 120 000일반비회원 마*람 (재)전남테크노파크 120,000

일반비회원 무 력 인하대학일반비회원 무*력 인하대학교 120,000일반비회원 무 력 인하대학 ,

일반비회원 박*형 부경대학교 120 000일반비회원 박*형 부경대학교 120,000

일반비회원 심*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20,000일반비회원 심 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20,000

일반비회원 양*석 (재)전남테크노파크 120 000일반비회원 양*석 (재)전남테크노파크 120,000

일반비회원 오*하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120,000일반비회원 오 하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120,000

일반비회원 이*효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120 000일반비회원 이*효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120,000

일반비회원 이 승 서울 별시 건환경연 원일반비회원 이*승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120,000일반비회원 이 승 서울특별시 건환경연구원 ,

회원구분 이름 소속 납부금액 2018연회비회원구분 이름 소속 납부금액 2018연회비

정(종신)회원 김*찬 제주보건환경연구원 100,000 40,000정(종신)회원 김 찬 제주보건환경연구원 100,000 40,000

정(종신)회원 김*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0 000 종신회원정(종신)회원 김*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0,000 종신회원

정(종신)회원 노*언 인하대학교 100,000정(종신)회원 노 언 인하대학교 100,000

문*방 한양대학교 100 000문*방 한양대학교 100,000

정(종신)회원 박*리 창원대학교 100,000 40,000정(종신)회원 박 리 창원대학교 100,000 40,000

정(종신)회원 박*규 울산과학기술원 100 000 40 000정(종신)회원 박*규 울산과학기술원 100,000 40,000( )

정(종신)회원 박*순 동강대학교 100 000 종신회원정(종신)회원 박*순 동강대학교 100,000 종신회원

정 종신 회원 박 식 전남대학정(종신)회원 박*식 전남대학교 100,000 40,000정(종신)회원 박 식 남대학 , ,

정(종신)회원 유*혜 전남대학교 100 000 40 000정(종신)회원 유*혜 전남대학교 100,000 40,000

정(종신)회원 이*규 한양대학교 100,000 연회비미납정(종신)회원 이 규 한양대학교 100,000 연회비미납

정(종신)회원 이*숙 서울여자대학교 100 000 40 000정(종신)회원 이*숙 서울여자대학교 100,000 40,000

정(종신)회원 이*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0,000정(종신)회원 이 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0,000

정(종신)회원 전*호 창원대학교 100 000 60 000정(종신)회원 전*호 창원대학교 100,000 60,000( )

정(종신)회원 최*득 울산과학기술원 100 000정(종신)회원 최*득 울산과학기술원 100,000

정 종신 회원 최 훈 창원대학 연회비미납정(종신)회원 최*훈 창원대학교 100,000 연회비미납정(종신)회원 최 훈 창원대학 , 연회비미납

정(종신)회원 팽*정 연세대학교 100 000 40 000정(종신)회원 팽*정 연세대학교 100,000 40,000

정(종신)회원 표*수 KIST 100,000 종신회원정(종신)회원 표 수 KIST 100,000 종신회원



회원구분 이름 소속 납부금액 2018연회비회원구분 이름 소속 납부금액 2018연회비

학생회원 권*연 서울여자대학교 50 000 20 000학생회원 권*연 서울여자대학교 50,000 20,000

학생회원 김*이 한양대학교 50 000 연회비미납학생회원 김*이 한양대학교 50,000 연회비미납

학생회원 문 원 연세대학학생회원 문*원 연세대학교 50,000 20,000학생회원 문 원 세대학 , ,

학생회원 박*영 제주대학교 50,000 20,000학생회원 박 영 제주대학교 50,000 20,000

학생회원 오*민 서울여자대학교 50 000 20 000학생회원 오*민 서울여자대학교 50,000 20,000

학생회원 원학생회원 온*원 KIST 50,000 20,000학생회원 온 원 KIST 50,000 20,000

학생회원 우*미 KIST 50 000 20 000학생회원 우*미 KIST 50,000 20,000

학생회원 이*비 울산과학기술원 50,000 20,000학생회원 이 비 울산과학기술원 50,000 20,000

학생회원 이*선 한양대학교 50 000 연회비미납학생회원 이*선 한양대학교 50,000 연회비미납

학생회원 이*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0 000 20 000학생회원 이 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0,000 20,000

학생회원 이*경 한양대학교 회원구분확인요청학생회원 이*경 한양대학교 50,000 회원구분확인요청학생회 이 경 , 회 구 확 청

학생회원 조*규 울산과학기술원 50 000 20 000학생회원 조*규 울산과학기술원 50,000 20,000

학생회원 조*경 울산과학기술원 50,000 20,000학생회원 조 경 울산과학기술원 50,000 20,000

미처리건 이름 소속 납부금액 연회비미처리건 이름 소속 납부금액 연회비

1 이*형 60 000 60 0001 이*형 60,000 60,000,

2 이*욱 40 000 40 0002 이*욱 40,000 40,000

이 학3 이*규 서울시립대학교 400,000 400,0003 이 규 서울시립대학 400,000 400,000

4 김*중 인하대학교 100 000 20 0004 김*중 인하대학교 100,000 20,000

5 손*석 부경대학교 신청서만 입금내역미확인5 손*석 부경대학교 신청서만 입금내역미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