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환경분석학회 2018추계학술대회 사전접수자 명단 (10월19일)v3

1 사전접수처에서 신분증 또는 결제내역(카드영수증,이체확인증) 등을 제시부탁드립니다.

2 학생회원(석사과정까지인정)은 반드시 재학증명서(발급일자 2018.8.1이후 ) 원본 확인부탁드립니다. 

3 성함에 노란색 표시되신 분들은 학회사무국(TEL:02-704-4801)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4 카드결제 또는 입금하셨으나,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ksfea7044801@gmail.com으로

 결제내역(영수증)첨부하셔서 10월 16일까지 보내주시기바랍니다.

순서 회원구분 이름 소속 특기사항

1 일반비회원 WANG ***ING 부산대학교

2 일반비회원 강*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입금미확인

3 일반비회원 김*진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신한10.10-84만원 5, 환불완료

4 일반비회원 김*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5 일반비회원 김*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 일반비회원 김*미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7 일반비회원 김*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8 일반비회원 김*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9 일반비회원 김*수 국립환경과학원 입금미확인

10 일반비회원 김*삼 울산보건환경연구원

11 일반비회원 김*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12 일반비회원 김*정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10만원 환불 완료

13 일반비회원 도*상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신한10.16 -36만원 3

14 일반비회원 박*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5 일반비회원 박*우 경남보건환경연구원

16 일반비회원 박*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7 일반비회원 박*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8 일반비회원 박*경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19 일반비회원 박*영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신한10.10-84만원 3

20 일반비회원 박*호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21 일반비회원 배*진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신한10.10-84만원 1

22 일반비회원 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3 일반비회원 송*명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신한10.10-84만원 6

24 일반비회원 송*진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25 일반비회원 신*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6 일반비회원 양*영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27 일반비회원 오*영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28 일반비회원 이*창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신한10.16 -36만원 1

29 일반비회원 이*권 한창기전(주)

30 일반비회원 이*진 KOTITI시험연구원 입금미확인

31 일반비회원 이*국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신한10.10-84만원 7

32 일반비회원 이*복 포항공과대학교 

33 일반비회원 이*원 한창기전(주)

34 일반비회원 이*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10월16일-10만원카드결제취소

35 일반비회원 이*성 울산보건환경연구원

36 일반비회원 이*나 울산보건환경연구원

37 일반비회원 이*준 부산대학교

38 일반비회원 장*정 서울물연구원

39 일반비회원 전*재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40 일반비회원 정*선 한양대학교

41 일반비회원 조*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신한10.10-84만원 2

42 일반비회원 조*철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신한10.10-84만원 4

43 일반비회원 조*구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44 일반비회원 조*희 대전보건환경연구원

45 일반비회원 지*성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46 일반비회원 최*우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47 일반비회원 최*덕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48 일반비회원 최*숙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49 일반비회원 하*태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신한10.16 -36만원 2

50 일반비회원 한*은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순서 회원구분 이름 소속 특기사항

1 정(종신)회원 김*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정(종신)회원 김*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회비4만원KCP

3 정(종신)회원 명*운 경기대학교 화학과 연회비6만원KCP

4 정(종신)회원 문*방 한양대학교

5 정(종신)회원 박*순 FITI시험연구원

6 정(종신)회원 서*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 정(종신)회원 송*주 포항공과대학교 6만원연회비KCP

8 정(종신)회원 송*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4만원연회비-신한은행

9 정(종신)회원 오*은 부산대학교 

10 정(종신)회원 오*진 숙명여자대학교

11 정(종신)회원 윤*석 ATF

12 정(종신)회원 이*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 정(종신)회원 이*홍 K water

14 정(종신)회원 이*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회비4만원KCP

15 정(종신)회원 이*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 정(종신)회원 이*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4만원연회비-신한은행

17 정(종신)회원 임*섭 (주)스마티브

18 정(종신)회원 전*우 울산과학기술원

19 정(종신)회원 정*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4만원연회비-신한은행

20 정(종신)회원 최*득 울산과학기술원

21 정(종신)회원 최*원 K water

22 정(종신)회원 표*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3 정(종신)회원 한*우 한국환경공단 취소환불-현장접수로변경

순서 회원구분 이름 소속 특기사항

1 학생회원 R*nato 울산과학기술원 2만원연회비KCP

2 학생회원 권*진 이화여자대학교 2만원연회비KCP

3 학생회원 김*원 부산대학교

4 학생회원 김*이 한양대학교

5 학생회원 김*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만원연회비납부KCP

6 학생회원 노*성 경기대학교 4만원연회비납부KCP

7 학생회원 목*리 한양대학교 2만원연회비납부KCP

8 학생회원 박*한 한양대학교 2만원연회비납부KCP

9 학생회원 온*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 학생회원 우*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 학생회원 이*비 울산과학기술원

12 학생회원 이*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만원연회비납부KCP

13 학생회원 이*민 부산대학교

14 학생회원 이*호 경기대학교 4만원연회비납부KCP

15 학생회원 이*선 한양대학교

16 학생회원 조*은 한양대학교 2만원연회비납부KCP

17 학생회원 조*경 울산과학기술원



18 학생회원 최*영 이화여자대학교 4만원연회비납부KCP

19 학생회원 최*식 한양대학교 2만원연회비납부KC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