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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강영종 고려대학교 건축 ·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토목

1509 강창훈 현대엔지니어링 건축구조설계팀 부장 충남대학교 건축

2865 공정식 고려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토목

4287 권순길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연구원 한양대학교 토목

1915 김경남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교수 충북대학교 토목

3193 김경식 청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토목

9 김규석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건축

7232 김길수 동국제강 연구소  - 영남대학교 재료금속

303 김동규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건축

86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건축

869 김성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조공학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토목

351 김성배 (주)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구조본부 소장 숭실대학교 건축

1527 김성보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토목

5499 김성용 창원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건축

7383 김소영 경북대학교  -  - 경북대학교 건축

1548 김승원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 대표이사 중앙대학교 건축

2664 김승준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조교수 고려대학교 토목

537 김우범 공주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한양대학교 건축

1470 김정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복합구조연구실 책임연구원 한양대학교 토목

237 김종락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동국대학교 건축

943 김종호 (주)창민우구조컨설탄트  -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건축

3063 김충언 (주)삼현피에프 기술개발팀 부장 서울대학교 토목

3454 김태수 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건축

3257 나환선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스마트배전연구소 책임연구원 경희대학교 건축

2365 민정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방재기술평가센터 선임연구원 세종대학교 건축

1547 박대영 (주)옥타곤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소장 부산대학교 건축

7207 박민우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대학원생 한양대학교 토목

933 박용명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토목

135 박용진 전주공대  - 교수 한양대학교 토목

2644 박종섭 상명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부교수 고려대학교 토목

7331 박준용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생 서울대학교 토목

4149 박해용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 연구팀 선임연구원 부산대학교 건축

1140 배규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부 수석연구원 한양대학교 건축

511 배두병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토목

3160 백기열 포스코건설 기술혁신실 구조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숭실대학교 건축

673 서규석 선구조엔지니어링  - 대표이사 동국대학교 건축

813 서성연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조선대학교 건축

497 신경재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한양대학교 건축

861 신태송 동명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한양대학교 건축

2361 심창수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토목

7348 심형보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 교수 서울대학교 토목

3300 안진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부산대학교 토목

1111 양재근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건축

205 엄영호 ㈜동명기술공단 구조부 부사장 한양대학교 토목

4284 오창국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부교수 서울대학교 토목

7062 왕녕 ㈜아이스트 4부문1소 대리 세명대학교 건축

2420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토목

3618 유정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홍익대학교 건축

89 윤기용 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토목

2842 윤석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토목

757 윤순종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홍익대학교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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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이경구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건축

4138 이동규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부산대학교 건축

2755 이동우 (주)아이스트  - 대표이사 성균관대학교 건축

7147 이두용 아주대학교 구조연구실 대학원생 아주대학교 건축

171 이명재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 건축

1508 이상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 건축안전연구센터  - 한양대학교 건축

4308 이성주 세명대학교 건설공학과 대학원생 세명대학교 건축

3180 이수헌 경북대학교 융복합시스템공학부 조교수 경북대학교 건축

4303 이승은 포스코 강건재열연마케팅팀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건축

4288 이승혜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세종대학교 건축

596 이은택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중앙대학교 건축

1142 이재홍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건축

3110 이현욱 현대제철 신수요개발1팀 과장 세명대학교 건축

7206 임지훈 한양대학교  -  - 한양대학교 토목

6130 장민서 고려대학교 강구조연구실 대학원생 고려대학교 토목

6 장석윤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토목

270 정경섭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명예교수 한양대학교 토목

3408 정경수 포스코 건축건자재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서울시립대 건축

6705 정광섭 포스코건설 인프라사업본부 국내인프라영업그룹 부장 서울대학교 토목

1101 정석재 (주)쓰리디엔지니어링  -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건축

7407 진주호 피에스테크 기술연구소 과장 호서대학교 건축

223 최문식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건축

1434 최병정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중앙대학교 건축

2737 최병호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토목공학전공 부교수 고려대학교 토목

441 최성모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건축

2317 최은수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토목

5822 최인락 호서대학교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건축

3627 최준식 (주)단이엔씨  -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건축

1329 최준혁 부천대학교 토목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토목

6996 하태열 (주)삼현피에프 개발본부 차장 중앙대학교 토목

576 한녹희 ㈜효명이씨에스  -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토목

889 한상환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한양대학교 건축

6633 한재광 현대제철  - 실장 서울대학교 금속공학

2323 황민오 포스코 철강사업본부 수석연구원 고려대학교 토목

415 황의승 경희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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