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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년 10월 22일(금) 이메일 forjtriver@gmail.com

조국 본인은 물론 가족이 온갖 비리 의혹을 받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검찰개혁을 주장하여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진 것을 개탄하는 [정교모]의

시국선언에 6,241명의 교수가 서명에 참여하였고,

서명에 참여한 교수명단을 대학별로 공개하였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국

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서명자 10,882명중 서명이 확인된 6,241명의 교

수가 서명에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서명에 참여한 교수 중 명단 공개에 동의한 5,111명

의 명단을 대학별로 공개하였다.

이러한 대학교수들의 대규모 서명은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보

기 힘들다. 이것은 조국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온갖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대학 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 전

체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다.

2019년 9월 17일(화) 오후 5시에 서명에 참가한 교수의 숫자가 2,000명이 넘었다는 언

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자, 정교모 서명 사이트에 악의적인 허위 서명자들이 몰려들

어 사이버 테러를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당한 서명 활동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허위 서명을 밝히는 과정에서 교수의 실명과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인 요청 문자에 거짓으로 확인까지 해준 사례가 많이 발견되어, 10월 17일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1차 형사 고소하였다.

지금까지 총 10,882건의 서명이 있었지만, 악성 서명을 1차 추출하고, 3단계 추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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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통해 최종 6,241명의 서명자가 확인되었다. 악성 서명을 1차 추출한 다음, 개인

별 문자발송, 151개 대학 191명의 대학별 대표 교수들의 검토, 개인별 전화확인 등의

추가 3단계 검증단계를 통해 서명을 확인하였다. [정교모]는 조직도 구성되지 않은 가

운데, 바쁜 현직에 있는 몇몇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명이 시작되었는데, 악성 서

명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서명에서 가장 많은 서명에 참여한 대학은 서울대학교(270명)이었으며, 그 다음으

로 연세대(184명), 고려대(172명), 경북대(163명), 이화여대(127명), 한양대(143명), 경희

대(133명), 울산대(126명), 가톨릭대(118명), 영남대(109명), 성균관대(106명), 부산대(105

명), 동아대(99명), 충남대(95명), 건국대(92명), 강원대(88명), 인하대(82명), 계명대(81

명), 동국대(79명), 명지대(78명), 부경대(75명), 아주대(75명), 충북대(73명), 대구대(72

명), 단국대(70명), 인제대(61명), 숭실대(59명), 서강대(55명), 대구가톨릭대(53명), 국민

대(50명), 순천향대(50명), 한국외국어대(50명), 한남대(49명), 경상대(47명), 경기대(47

명), 고신대(44명), 세종대(41명), 전북대(37명), 한동대(36명) 순이었다.

서명에는 참여하였지만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교수들도 모두 3단계 검증단계를 통해

실제 그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였다. 이름 공개를 원치 않은 교수들 가운데는 대학 보

직교수들이 많았으며, 2차 서명자 발표때에는 소위 신상털기 등에 대한 염려로 이름

공개를 꺼려 하였던 교수들이, 3차 서명자 발표에서 대거 이름을 공개하였다.

교수들의 민주적인 서명을 무력화하기 위해 악한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여론을 묻는 서명에 대하여 악의적

테러를 범하는 자들은 결코 민주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악의적인 허위 서명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마치 무용담처럼 공개하거나, 실제 교수의 이름과 각종 정보를

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명 여부를 묻는 확인 문자에도 거짓 답변을 하는 등 매우

악랄한 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을 끝까지 추가 추적하여 반드시 고발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였기 때문에 시국선언에 대한 서명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서명에 참가한 서명자들이 함께 모여 [정교모]의 향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전국교수 시국선언서 서명에 참여한 대학별 교수명단 파일은 서명사이트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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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로드가 가능하다.

서명 사이트 : https://www.forjustice.kr/

문의처 : forjtriver@gmail.com



전국대학교수 시국선언서

서명참여 교수명단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2019. 10. 22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 5 -

1. 대학별 서명참여 교수숫자 (387개 대학, 6,241명)

DGIST(2), KAIST(75), KC대학교(8), UNIST(6), 가야대학교(3), 가천대학교(62), 가톨릭관동대

학교(24), 가톨릭대학교(118), 가톨릭상지대학교(4), 감리교신학대학교(5), 강남대학교(30), 강동

대학교(6), 강릉영동대학교(7), 강릉원주대학교(19), 강원대학교(88), 강원도립대학교(1), 거제대

학교(2), 건국대학교(92), 건동대학교(1), 건신대학원대학교(1), 건양대학교(23), 경기과학기술대

학교(4), 경기대학교(47), 경남과학기술대학교(3), 경남대학교(25), 경남정보대학교(15), 경동대학

교(32), 경민대학교(10), 경복대학교(2), 경북과학대학교(5), 경북대학교(163), 경북도립대학교(2),

경북보건대학교(1), 경북외국어대학교(1), 경북전문대학교(2), 경상대학교(47), 경성대학교(26),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1), 경운대학교(6), 경원대학교(2), 경인교육대학교(3), 경인여자대학교(4),

경일대학교(27), 경주대학교(2), 경희대학교(133), 경희사이버대학교(4), 계명대학교(81), 계명문

화대학교(17),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1), 계원예술대학교(9), 고려대학교(172), 고려사이버대학교

(1), 고신대학교(44), 공군사관학교(1), 공주교육대학교(8), 공주대학교(23), 관동대학교(3), 광신

대학교(1), 광양보건대학교(1), 광운대학교(13), 광주과학기술원(1), 광주교육대학교(4), 광주기독

간호대학교(1), 광주대학교(4), 광주여자대학교(3), 구미대학교(3), 국립강릉원주대학교(1), 국립

경상대학교(1), 국립목포대학교(1), 국립의료원간호대학(1), 국립창원대학교(1), 국립한경대학교

(1), 국립한밭대학교(1), 국민대학교(50), 국방대학교(1), 국제대신대학교(1), 국제대학교(4), 국제

사이버대학교(1),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3), 군산대학교(7), 군장대학교(1), 극동대학교(6), 글로

벌사이버대학교(1), 금강대학교(1), 금오공과대학교(17), 기독간호대학교(1), 김천대학교(4), 나사

렛대학교(14), 남서울대학교(15), 단국대학교(70), 대경대학교(3), 대구가톨릭대학교(53), 대구공

업대학교(4), 대구과학대학교(6), 대구교육대학교(11), 대구대학교(72), 대구미래대학교(2), 대구

보건대학교(7), 대구사이버대학교(1), 대구에술대학교(1), 대구한의대학교(7), 대덕대학교(20), 대

동대학교(1), 대림대학교(10), 대전가톨릭대학교(1), 대전과학기술대학교(7), 대전대학교(32), 대

전백석신학교(1), 대전보건대학교(11), 대전신학대학교(1), 대진대학교(8),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1), 덕성여자대학교(8), 동국대학교(100), 동남보건대학교(2), 동덕여자대학교(22), 동명대학교

(31), 동부산대학교(4), 동서대학교(11), 동서울대학교(3), 동신대학교(4), 동아대학교(99), 동아방

송예술대학교(8), 동양대학교(4), 동양미래대학교(10), 동원과학기술대학교(2), 동원대학교(6), 동

의과학대학교(6), 동의대학교(29), 동주대학교(4), 두원공과대학교(13),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

교(2), 마산대학교(3), 명지대학교(78), 명지전문대학교(8), 목원대학교(22), 목포대학교(5), 목포

해양대학교(1), 배재대학교(37), 배화여자대학교(4), 백석대학교(25), 백석문화대학교(4), 백석신

학대학교(1), 백석예술대학교(2),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1), 벽성대학교(1), 부경대학교(75),

부산가톨릭대학교(5), 부산경상대학교(5), 부산과학기술대학교(2), 부산교육대학교(8), 부산대학

교(105), 부산백석신학원(1), 부산여자대학교(2), 부산외국어대학교(22), 부산장신대학교(1), 부천

대학교(3), 삼육대학교(9), 삼육보건대학교(2), 상명대학교(22), 상지대학교(7), 상지영서대학교

(4), 서강대학교(55), 서경대학교(20), 서라벌대학교(2), 서울과학기술대학교(32), 서울교육대학교

(4), 서울기독대학교(3), 서울대학교(270),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1),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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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2), 서울시립대학교(22), 서울신학대학교(15), 서울여자대학교

(13), 서울예술대학교(2), 서울장신대학교(1), 서울호서전문학교(6), 서원대학교(21), 서일대학교

(9), 서정대학교(4), 선린대학교(9), 선문대학교(25), 성결대학교(9), 성공회대학교(1), 성균관대학

교(106), 성민대학교(1), 성산효대학원대학교(1),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1), 성신여자대학교(22),

세경대학교(2), 세명대학교(14), 세종대학교(41), 세종사이버대학교(4), 세한대학교(5), 송원대학

교(1), 송호대학교(1), 수성대학교(3), 수원과학대학교(7), 수원대학교(18), 수원신학교(1), 수원여

자대학교(3), 숙명여자대학교(37), 순천대학교(5), 순천향대학교(50), 숭실대학교(59), 숭실사이버

대학교(3), 숭의여자대학교(3), 신구대학교(5), 신라대학교(16), 신성대학교(6), 신안산대학교(24),

신한대학교(8),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5), 아주대학교(75), 아주자동차대학(1), 안동과학대학교

(4), 안동대학교(22), 안산대학교(10), 안양대학교(11), 여주대학교(3), 연성대학교(2), 연세대학교

(184), 연암공과대학교(2), 영남대학교(109), 영남사이버대학교(1), 영남신학대학교(10), 영남이공

대학교(19), 영산대학교(18), 영진전문대학교(8), 예수대학교(1), 예원예술대학교(2), 용인대학교

(16), 용인송담대학교(10), 우석대학교(11), 우송대학교(11), 우송정보대학(5), 울산과학대학교

(17), 울산대학교(126), 원광대학교(10), 위덕대학교(2), 유원대학교(2), 유한대학교(3), 육군3사관

학교(2), 육군사관학교(1),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1), 을지대학교(12), 이화여자대학교

(127), 인덕대학교(11), 인제대학교(61), 인천가톨릭대학교(2), 인천대학교(38), 인천재능대학교

(1), 인하공업전문대학교(2), 인하대학교(82), 장로회신학대학교(2), 장안대학교(7), 전남대학교

(31), 전남도립대학교(1), 전북대학교(37), 전주기전대학교(1), 전주대학교(16), 전주비전대학교

(4), 정화예술대학교(1), 제주국제대학교(5), 제주대학교(16), 제주한라대학교(2), 조선간호대학교

(2), 조선대학교(15), 중부대학교(25), 중앙대학교(90), 중앙승가대학교(1), 중원대학교(8), 진주교

육대학교(6), 차의과학대학교(35), 창신대학교(3), 창원대학교(19), 창원문성대학교(4), 청강문화

산업대학(1), 청운대학교(10), 청주대학교(28), 초당대학교(2), 총신대학교(33), 춘천교육대학교

(2), 충남대학교(95), 충북대학교(73), 충북도립대학교(1), 충청대학교(5), 침례신학대학교(14), 칼

빈대학교(3), 평택대학교(13), 포항공과대학교(33), 포항대학교(5), 한경대학교(10), 한국관광대학

교(1), 한국교원대학교(20), 한국교통대학교(24), 한국국제대학교(8), 한국기술교육대학교(14), 한

국방송통신대학교(5), 한국복지대학교(1), 한국산업기술대학교(8), 한국성서대학교(5), 한국승강

기대학교(3),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7), 한국예술종합학교(3), 한국외국어대학교(50), 한국원격평

생교육원(1), 한국전통문화대학교(1),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GMU Korea)(1), 한국체육대학교

(5), 한국폴리텍대학(8), 한국학중앙연구원(3), 한국항공대학교(16), 한국해양대학교(9), 한남대학

교(49), 한동대학교(36), 한라대학교(8), 한림대학교(66), 한림성심대학교(5), 한림정보산업대학

(2), 한밭대학교(12), 한서대학교(20), 한성대학교(29), 한세대학교(6), 한신대학교(6), 한양대학교

(143), 한양사이버대학교(3), 한양여자대학교(14), 한영신학대학교(1), 한일장신대학교(1), 합동신

학대학원대학교(5), 헤브론간호대(1), 협성대학교(10), 혜전대학교(3), 호남대학교(1), 호산대학교

(2), 호서대학교(24), 호원대학교(5), 홍익대학교(34), 횃불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5), American

University of Sharjah(2), Federation University Australia(1), Gordon-Conwell The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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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y(1), Grace School of Theology (USA)(1), Guangdong Technion 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1),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1), Pittsburg State University,

Pittsburg, Kansas(1), SUNNY Buffalo (1),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1),

University of Rhode Island(1), University of the Holy Land(1), University of Victoria,

Canada (1), University of Washington(1), Virginia Tech(1), 그랜드벨리주립대학교(1), 뉴욕나

약대학(1), 뉴욕주립대올바니(1), 도카이대학(1), 루이지애나주립대(1), 메릴랜드대학교아시아부

(1), 미국NC A&T State University(1), 미국콜로라도대학교(1), 미국프네즈노대학(1), 미시건대

학교(1),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1), 베트남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1), 베트남호치민인

문사회과학대학교(1), 서알라바마주립대학(1),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1), 알파리비

카자흐국립대학교(1), 연변과학기술대학(2), 오타와의과대학(1), 웨인주립대학(1), 위스콘신대학

교(2), 일본도카이대학교(1), 일본교토산업대학(1), 일본큐슈대학교(2), 일본테즈까야마대학교(1),

뉴욕시립대학교(1), 카자흐국립대학교(1), 캘리포니아주립대학(3), 토호쿠대학교(1), 호주멜본대

학교(1), 홀리랜드대학(1), 홍콩성시대학(1), 히브리대학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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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별 서명참여 교수명단 (공개 5,111명, 비공개 1,130명)
DGIST 김철기 KAIST 강민호,강석중,강성호,곽주현,권대갑,권혁상,김경웅,김대수,김문주,김상율,김성각,김성진,김양한,김정회,김지수,남
수우,남우수,마중수,박명철,박성주,박용근,박중근,배병수,배종태,서동엽,성창섭,성풍현,신상영,신성용,심홍구,안병태,염도준,오준호,윤정
방,윤종일,이만섭,이문용,이병태,이성연,이수영,이영훈,이윤섭,이인무,이재규,이정용,이채영,이혁재,이홍규,이효철,인영환,임만성,임윤경,
전덕빈,정명균,정용훈,정진완,조규성,조규형,조승룡,조원기,조형석,최병석,최성민,한상근 KC대학교 권순택,기준서,김진회,박은숙,서재선,
손세훈,이강호,최재천 UNIST 박혁규,박현거,손동성,안상준,정구열 가야대학교 김우태,노병만,이익성 가천대학교 강낙중,강진모,권희철,
김경수,김보환,김옥경,김용겸,김용혁,김윤미,김윤영,김종규,김현지,김홍진,문도현,박성배,박인창,박진우,배범한,백승기,서유원,설승현,성순
경,신영화,안준홍,유재희,윤혜경,이규찬,이금재,이범구,이범찬,이상구,이상윤,이숭공,이용희,이재동,이준협,이지연,이현희,이후근,임윤명,
장정옥,전양빈,전혜자,정성근,정우경,조경숙,차한,최기현,한상수,한진희,홍인선,황대훈 가톨릭관동대학교 고중현,김남현,김인섭,남궁용권,
박수희,박일순,박제훈,신호웅,우창열,유승동,유승운,이규석,이승목,이원웅,이종구,이종두,임호민,지계웅,황희진 가톨릭대학교 강신몸,강진
형,강창석,고준성,고현선,고현정,곽만순,구정완,권성화,김관보,김기원,김명신,김사진,김상용,김성래,김성헌,김영진,김인수,김진일,김창환,
김칠주,나성은,남순우,남희철,류기성,박용현,박인양,박혜영,박호연,반우호,방승규,백경민,서병규,서진수,서호석,송석환,송재연,송정섭,송
현,신종철,안재훈,양철우,오세정,오순남,오정환,오진경,옥선명,윤건호,윤신희,윤조히,윤현수,이명덕,이미연,이영복,이영준,이윤민,이윤석,
이종원,이주희,이준영,이철우,이한희,이해남,임용걸,장유철,장필상,전진석,정나영,정성훈,정승은,정정임,정준용,정홍수,조현연,주원일,차정
호,최명규,최준일,하기용,하정훈,한승림,한창태,허륭,허필우 가톨릭상지대학교 김병지,김장권,조재학,최규현 감리교신학대학교 송성진,이
기춘,임상국,한정선 강남대학교 김건희,김규태,김동언,김병준,김봉호,김필영,박병일,박영섭,박영현,박의수,박장호,안영화,옥승수,유양근,
윤찬중,윤희환,이성용,이종만,장명기,정인돈,조소영,최종철,허남일,홍성근 강동대학교 김주환,배성민,오수균,정도선,한영규 강릉영동대학
교 김인자,김훈기,김흥수,최은호,황옥남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수,김남두,김종진,노영성,박형래,손영민,안동완,윤재선,윤찬영,이근택,이원
종,장영순,정기성,조정곤,한갑수 강원대학교 강창기,강화석,고인영,권오길,김건수,김경훈,김규호,김용환,김재구,김재국,김재명,김정대,김
종순,김종화,김중환,김진영,김태웅,김학성,김해성,김훈,김희성,남상호,남용현,노재호,라창식,문영기,박경철,박영호,박의범,박제선,박철호,
백낙승,백선목,백인학,변우현,손병암,신윤창,신정임,심종섭,안태석,양인태,오덕환,오태현,윤용규,이건재,이광래,이기의,이운식,이유,이윤
복,이의한,이종범,이찬기,이태영,이현훈,이희봉,임창진,장윤호,전운성,정규석,정금철,정기문,정진근,조병묵,진성자,진장철,차성도,최동희,
최용순,최웅,최정우,한상무,홍관이,홍민식,홍병주,홍성열 강원도립대학교 양언석 거제대학교 이수연,이종수 건국대학교 강흥중,고시천,
권남훈,김갑철,김동욱,김동은,김두환,김성현,김수영,김아람,김용재,김은경,김은수,김진수,김해림,민광준,민덕기,박동희,박상오,박승화,박인
환,박찬홍,박혜숙,서건호,송명근,송희영,신용대,신정은,신화섭,심은주,안세근,오인환,오정근,오지영,윤도영,윤병일,윤성로,윤소영,이기형,
이범직,이상영,이시경,이용모,이용식,이웅기,이원춘,이재경,이지영,이창수,이춘섭,이형환,임소덕,장이채,장천현,전병태,전일성,정구춘,정기
윤,정범호,정충일,조명래,조병주,천세철,최나미,최병우,한영호,홍대영,홍석찬,황해두 건동대학교 김두한 건신대학원대학교 임열수 건양
대학교 고경옥,곽일정,구용회,김경진,김민환,김영권,김충관,윤형호,이영숙,이윤환,이재준,임재우,전명숙,정철섭,조남덕,조남희,천은정,최
인석,최현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강학철,김대성,이원제,한경열 경기대학교 강민완,강병선,권봉상,권윤중,김민홍,김병찬,김재진,김주일,김
주환,김준헌,김창호,김태승,김현지,김홍기,남상철,노형진,류성희,박경실,박성준,박영규,박용진,백수기,석희태,송무호,송철민,신혜정,유호
선,윤영수,이민식,이백철,이상우,이재권,이지향,이해묵,임정순,임종화,임호열,장윤창,조규전,조성환,채희율,최홍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
현주,박진현 경남대학교 고현욱,권경환,김근식,김성진,김용희,김원경,김정희,김종대,류재용,박재수,송갑준,송병주,양정성,우성구,원태호,
윤진기,이성필,이진,조진기,조호연,주창복,최연태,황영기 경남정보대학교 김규영,김민식,김상효,김준안,박정도,박차원,손영숙,윤병한,이기
연,이성호,장은영,정숙희,정한수,최재현 경동대학교 권혁훈,김도문,김병화,김봉원,김사학,김용달,노기엽,박철주,서장덕,송석우,송주은,신
인섭,오갑진,윤석호,이영훈,이은숙,장재열,정환목,조재규,조준상,채홍철,최명순,최철재,한준덕,황성식 경민대학교 김엽래,김환철,안선아,
이규리,이명신,이수민,이용재,이정일 경복대학교 이승용,차승만 경북과학대학교 송창훈,정승훈,정윤화,황성근 경북대학교 강문명,강미
영,강신원,강호영,강희동,경희문,고재걸,곽영우,구동모,권영환,권중호,김광섭,김규래,김기찬,김길웅,김동현,김명한,김미예,김봉환,김석삼,
김석태,김수중,김순자,김우식,김인수,김재수,김정수,김종달,김진구,김진수,김진웅,김진현,김창길,김채복,김춘경,김태오,김형규,김형기,김흥
근,김희섭,노동일,도복늠,문계완,문무홍,문병조,문재덕,박경규,박덕규,박병옥,박상욱,박용수,박유철,박윤배,박찬녕,박찬부,배준웅,변명대,
서정해,서창민,성원준,손병기,손병해,손상균,손창현,송방호,송승달,송재기,신봉기,예병준,오동섭,오철수,우인수,유대황,유창준,윤순갑,윤일
희,윤정륜,윤태명,윤태석,이경열,이광목,이덕형,이무상,이민호,이백규,이병교,이상,이상철,이상헌,이상훈,이성기,이시활,이옥분,이원영,이
원욱,이원하,이원희,이인구,이인전,이재근,이종윤,이현우,이형호,이홍우,이흥환,임대희,임용진,임진규,임충규,임현식,장봉현,장재현,장태
우,장흥섭,정문숙,정복례,정우락,정인상,정재동,정재영,정충영,조성표,조영제,조유제,조찬섭,주성현,주영구,최광수,최시영,최용호,최은숙,
최재갑,최정,최정환,최흥진,추광호,탁연빈,한도형,한석종,함성호,함지연,허만호,허문구,홍재근,황영현,황주환 경북도립대학교 이상섭,조기
현 경북외국어대학교 김선완 경북전문대학교 김병화 경상대학교 강규영,권인수,김민기,김병길,김세범,김영호,김완,김진국,김행자,김홍
기,명노신,박연식,박원조,박재영,신성철,심영재,안병혁,양민석,이명신,이성원,이수원,이옥재,이헌근,장기철,전태영,정계준,정병룡,정순택,
정진명,정치영,조병진,최근배,최상경,최수경,최준영,최진범,홍순찬 경성대학교 강대복,곽정식,김기봉,김진해,문석웅,박동규,박수웅,박옥
연,박장호,백화진,신광호,오주영,이병수,이상식,이우석,정충식,정홍인,차명수,최민동,최재원,한응섭,황수연 경운대학교 김선길,노종호,박
찬돈,심준섭,이승호,임인환 경원대학교 김상규,김준달 경인교육대학교 김혜숙,이대형,최욱 경인여자대학교 김향이,김현경,유귀옥,정학성 
경일대학교 고시영,권대혁,김대명,김용,김정만,문인수,박종봉,엄신조,윤종호,윤청,이무진,이상호,이원균,이인직,이진춘,이홍배,전일련,정
복상,정재원,최경순,최호상,한상인,허만우 경주대학교 이경호,정두환 경희대학교 강경중,강정모,강화자,고영태,공문규,권무일,권영대,김
건우,김권중,김규태,김남일,김동수,김만기,김범식,김성아,김수자,김수철,김윤희,김종진,김종호,김창남,김창우,김천성,김학원,김혜현,김훈
식,류동목,박기안,박기정,박수종,박신자,박우성,박종국,박주철,박찬웅,백승현,백태선,서계령,서동원,손영숙,송명섭,송상호,송재룡,신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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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용,양준희,양형인,오승준,오양가,오정숙,유건호,유승희,유재환,유현석,윤엽,윤우섭,윤원근,이경미,이경전,이경정,이기석,이상협,이선
경,이성훈,이숙자,이영조,이은석,이은혜,이정민,이진곤,이진무,이헌국,이호자,이호창,임사비나,임성빈,임천규,임헌진,임헌혁,임효상,장성
구,장일순,전동훈,전병관,전영혜,정범진,정상설,정서영,정연교,정인식,정혜영,조결자,조윤제,주재우,진현오,차창일,최광선,최진영,최현림,
최현진,최화,한미영,한재준,한태룡,한학성,한한수,허영,홍정표,황승연 경희사이버대학교 이병원,황윤찬 계명대학교 강영욱,강유나,공명
재,권건영,권태찬,김대경,김대광,김대현,김민정,김복규,김상홍,김세철,김양동,김영철,김의락,김익규,김인수,김재룡,김정환,김주일,김중순,
김철수,김현수,김흥동,김희철,류숙희,박경구,박경식,박광성,박남철,박무현,박아청,박종욱,박천만,서보근,신동수,신지식,오창우,윤영태,이경
희,이상식,이승엽,이승희,이용덕,이정일,이종은,이주엽,이지용,임우상,장병국,장석환,정기영,정대원,정연호,조광범,조봉진,조영수,조현정,
천영식,최만기,최무진,최상호,황재석 계명문화대학교 김정화,김정환,박상화,박선영,서만순,신종우,안희관,이동길,이성호,이인원,이정우,전
봉재,조규택,최수천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김효남 계원예술대학교 권창현,김성동,김영호,유진상,이상장,이순행,홍희은 고려대학교 강석
열,강선보,강용태,강윤규,강재성,고세훈,권세혁,권수영,권혁준,김경현,김권희,김기석,김동규,김두래,김명곤,김석일,김선욱,김선웅,김성식,
김성인,김애리,김언수,김영훈,김완순,김용구,김원년,김윤환,김익후,김인묵,김일수,김정석,김진수,김차용,김충배,김충영,김탁,김태구,김학
열,김학철,김해준,남광규,남영우,남종현,문두건,문종섭,민병경,박길홍,박성수,박영민,박영태,박재영,박천호,박평재,박호정,배진한,백기현,
백세현,변동진,변우혁,서승우,서용무,서윤호,서지문,성만영,손용석,송옥,송재철,송준영,신나미,신동훈,신성태,신정호,심완주,심우경,안순
신,안창일,양대륙,양승열,엄창섭,여영호,오민정,용환석,원우현,유석훈,유호열,윤덕기,윤석구,윤수영,윤용,윤호규,이경훈,이관규,이권희,이
기봉,이상빈,이성호,이순걸,이우진,이일옥,이재철,이재형,이평우,이해근,이헌창,이현실,임기철,임성택,임해창,임혜자,임홍빈,임환재,장효
일,전해수,정모교,정운용,조성택,조원민,주병권,진영호,채서일,채수원,최규발,최부림,최의소,최인철,최종후,최현철,최호철,허명회,허훈,홍
기창,홍명기,홍명호,홍석주,홍순준,홍승길,홍승만,홍진화,황규승,황석중,황순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최병로 고신대학교 계영희,공은희,금진
우,김성수,김성재,김효영,류혜옥,박신현,박진형,박춘덕,소진희,송병철,신경규,안상욱,윤영화,이대희,이동규,이만길,이복수,이상규,이성용,
이신열,이영수,이재희,이정현,이환봉,임영효,임창호,정동관,정두영,차재국,최종순,태영숙,하성만,하재성,홍성연,황대우,황인철,황창기 공
군사관학교 신성환 공주교육대학교 강병륜,강영하,이광무,임문규,전우수,조준명,최명환,한승희 공주대학교 강현숙,김상희,노영순,서명
석,유영한,이병관,이재형,이종완,이춘우,이춘택,임종태,정락채,조규태,조병옥,최병헌,홍춘표 관동대학교 박재공,서완수,이성주 광신대학
교 강신유 광양보건대학교 김윤영 광운대학교 김신곤,박종구,배상필,변지영,송영출,여기현,윤윤석,이상우,조현은,최은하 광주교육대학교 
고재천,박상하,박선주,이미자 광주기독간호대학교 홍근표 광주대학교 김창수,정희춘,조영탁,최수철 광주여자대학교 김민동,두영택,한상
범 구미대학교 권연숙,김승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정의선 국립경상대학교 김흥길 국립목포대학교 유원적 국립창원대학교 김영재 국립한
경대학교 이재우 국민대학교 강장석,김민,김상용,김선민,김용민,김의진,김인철,김진미,김진일,김찬묵,김창규,김희영,나창순,남영호,박상
준,박영남,박휘락,백기복,서세레나,신차균,이건상,이상헌,이수동,이운성,이웅,이재경,이종은,이종찬,이호선,임선기,장덕주,장종현,조남준,
조묭욱,조영기,조영석,조용욱,최은미,최형집,한광수,한봉수,현진권,홍성걸 국방대학교 유윤식 국제대신대학교 이상구 국제대학교 김혜
니,신상호,이정은,임용순 국제사이버대학교 권호근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김망규,김명수,김재성 군산대학교 김성균,남이숙,서재돈,신문
섭,이종섭,홍성근 군장대학교 방병국 극동대학교 김국은,김대환,김성종,김종남,이대훈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이정민 금오공과대학교 김
기만,김성동,김영식,김영태,김익환,김형덕,박창용,송창호,신동원,신호균,윤희수,이용환,이종형,임은기,전윤한,정수일 기독간호대학교 전효
경 김천대학교 박복현,박재범,오중민,이은숙 나사렛대학교 김용범,김재환,김준연,박경남,신붕섭,안춘근,장영창,전광돈,정석용,조미숙 남
서울대학교 구일섭,권용옥,김희정,박선경,윤태훈,임용택,정지문,최승락,한영희 단국대학교 강부식,고상숙,김규오,김도형,김동녕,김병남,
김상겸,김상홍,김선아,김성순,김세영,김승래,김언조,김영익,김욱,김재호,김태기,서용석,석종현,설영주,송명규,신동훈,신진,안병준,안병한,
안승철,여성문,오명환,유승훈,유재욱,윤기종,이기암,이민영,이상덕,이상범,이영희,이용걸,이원곤,이인곤,이준석,이항재,이화식,임석필,임진
익,전웅수,정윤세,정일현,조기용,차동길,채제천,최준수,최준영,한세진,한영희,한혜숙,한혜원,홍경의,홍순찬 대경대학교 권대웅,이순종,최
종태 대구가톨릭대학교 구본권,김근해,김명배,김선응,김은주,김정윤,김조아,김종봉,김진곤,김태영,김학연,김홍태,류재근,문수백,민하영,박
병태,박성우,박순식,박승길,박재복,성석태,성한기,손동석,신동일,안계복,윤재웅,윤진영,윤형자,이정희,이진배,장도준,정길영,정해성,정해
원,정휴준,탁주익,하창호,한동길,허정,홍우표,황석자 대구공업대학교 김진규,박기영,우종섭,이석호 대구과학대학교 문달주,이영욱,임상
배,임송국,최석주 대구교육대학교 김영대,김영수,박순이,배한극,성용구,유승희,이운환,이원희,홍기칠,홍종관 대구대학교 강주호,강태종,
고인숙,구덕본,권도하,권은경,김규수,김동휘,김민희,김세룡,김연보,김정옥,김주동,김창진,김춘일,김형태,나태영,남상구,도충구,문병구,문병
현,박명희,박성복,박영숙,박용,박은아,박정자,박찬희,박화문,박화순,배일섭,배종림,서수한,신동필,신선인,신영남,신준식,심종석,안태환,여
광응,오영선,유관식,윤병태,윤재만,윤종원,이경태,이규식,이근민,이명식,이수철,이원돈,이윤호,이재수,정봉도,정재동,채정숙,최장근,최장
원,최종필,최현돌,한예경,한정희 대구미래대학교 김약수,이충호 대구보건대학교 고명석,김은석,박종석,윤인숙,이윤희,정연미 대구사이버
대학교 이영세 대구예술예학교 홍세영 대구한의대학교 김광중,김성은,김용섭,나중덕,안봉전 대덕대학교 공영동,김원기,남상국,박영옥,
박정규,박현식,박현춘,송영필,이문희,이재열,이종철,이하형,조성호,지남웅,최종환,하금대 대동대학교 하은애 대림대학교 권준박,김신택,
박상윤,양경택,오규태,이양규,한인수,황재영 대전가톨릭대학교 이창덕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강선원,금진호,류후자,유현진,이승모,이영희 
대전대학교 계동준,김상호,김학준,박광규,박성즌,배병욱,선길균,송승종,송영규,신광수,염명숙,오상봉,왕수경,윤창열,이강이,이관희,이득
운,이봉형,이인호,임봉수,최인환,최찬수,황선명,황선태 대전보건대학교 곽용수,김남면,김세중,박세홍,송기현,이병기,정상균,조한희,최광섭 
대전신학대학교 공성철 대진대학교 고금화,김영균,김진섭,서병국,유동진,이만수,이용준,차일근 덕성여자대학교 강명희,김영서,박소연,오
정자,주영숙 동국대학교 강문호,강상석,강준욱,강춘애,강택구,고재석,곽노성,권기종,권순탁,금동호,김관규,김광철,김규태,김도헌,김동호,
김상규,김수성,김영태,김왕준,김인재,김종일,김헌규,김현철,김혜영,김호창,김희섭,노경진,류부형,문봉교,문원립,박병식,박상신,박성동,박준
상,배준호,백수현,변정용,석원경,송재운,신송윤,신재호,심규박,안형택,여인형,염준근,오성민,오원배,우성기,윤명철,이계영,이덕근,이명종,
이병철,이상영,이상일,이석우,이은희,이임수,이중권,이해풍,임명배,장영우,전지명,정규용,정병욱,정성채,정수완,정재형,정휘수,조성구,조승
환,주상현,최경규,최상범,최한호,하성철,한진수,한희원,허남결,허점도,홍성원,황경태,황훈성 동남보건대학교 정남철,조양자 동덕여자대학
교 김재현,김태준,김혜경,도수환,문지순,박주헌,배현식,송정숙,원지성,윤명중,이종희,정대련,최병서 동명대학교 강우진,구헌서,권오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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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김정인,김태수,김희길,노태정,박성수,박세곤,박중환,박희욱,손판대,신윤길,윤영웅,이기환,이동훈,이미련,이상철,이재양,이종일,이호
영,정정수,정태준,최갑송,최현창 동부산대학교 김성로,손은경,이은경 동서대학교 남일재,서동근,신혜자,이선복,이종익,전현중,조경미,조
정복,조증성,최민구 동서울대학교 김문숙 동신대학교 원동헌,최영표,최정식 동아대학교 강관중,강동완,강영무,강원호,공현희,김명식,김
미애,김민찬,김병추,김상호,김석권,김성언,김영훈,김정한,김진후,김철훈,김현수,나현욱,노영진,류종목,문기주,박병호,박원태,박주성,박현
석,방극승,변애선,사공건,서순근,설상철,성장현,손성호,송서일,송영선,송정근,송한식,송홍한,송희식,양기석,오윤표,유길준,유영현,윤재홍,
이상록,이상배,이상우,이상천,이상화,이성우,이영석,이은남,이재기,이종호,이창우,이혜주,이호영,이훈상,임영진,정갑중,정무섭,정성교,정성
식,정용하,정익준,정종훈,정형일,조규판,조선우,조연진,조재진,조한식,차재윤,최덕규,최상윤,최순,최재룡,최진승,최창옥,최필조,최홍조,최
희원,하상오,한웅길,한장원,허성우,허인범,홍진태,황길중,황희성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박현숙,유현정,이재호,이현규,한홍근 동양대학교 고
원국,백유성,서병일,이명화 동양미래대학교 고범석,김인선,김종회,김찬영,홍희식,황영숙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김봉관,정환철 동원대학교 
안인자,오상택,정수식 동의과학대학교 박윤기,원태현,이태식,정종민,조동래,함태원 동의대학교 권성진,김광현,김남희,김대환,김형석,류준
하,류황태,박진,양정식,윤한기,이경민,이남복,이달상,이은주,정경환,정주영,정효운,최대웅,최삼화,최승두,최주수,최해진 동주대학교 김현
태,정승원,차춘희 두원공과대학교 김영식,김영중,박재화,박정규,서희석,오재건,이경자,이상경,이용호,이종석,정병권 디지털서울문화예술
대학교 박건희,오순제 마산대학교 신영수 명지대학교 강규형,강안수,강희갑,권대중,기정훈,김갑일,김경호,김병로,김선호,김신자,김영규,
김영기,김영랑,김요한,김은국,김진성,김창은,김태황,김현욱,김현철,김희진,민경우,박명균,박상봉,박성수,박수정,박영석,박영아,박태섭,변영
훈,변혜련,소순태,손희권,심인구,안종길,안희철,오응주,유정희,유충열,윤영,이강정,이기한,이동길,이동복,이승재,이웅상,이재영,이종훈,이
지우,이충기,장혁수,정상대,정성화,정창경,조동근,조세형,조영광,최덕,최우영,최은수,최창규,홍덕헌 명지전문대학교 김지문,남득현,박용
군,이성림,이수명,한태환,허찬욱 목원대학교 강민정,강용찬,강주희,김영길,박경하,박인숙,유정화,윤덕현,이가원,이광진,이정호,장현봉,조
수현,최원호,표언복,한선아,한진규 목포대학교 박경우,윤한용,정회욱,최성락 목포해양대학교 백신영 배재대학교 강미경,권순자,김성숙,
김송열,김우승,김원주,김일한,김택남,남승현,남청전,박원규,소정화,손성태,오화석,이기면,이명원,이미숙,이봉무,이봉지,이상현,이수진,이인
순,이철세,임유진,임종아,정해준,조경덕,차명열,최원경,홍돈희 배화여자대학교 김선월,이태영,이평원,주난영 백석대학교 고태은,권호덕,
김윤태,김은홍,김정림,김춘식,박찬석,백응석,신정혜,오필환,유명복,유영복,이향재,장명수,정덕기,정삼진,최경열,최민숙,홍성혁 백석문화대
학교 곽미현,김순담 백석신학대학교 김수영 백석예술대학교 송은미,임영서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김영관  벽성대학교 김원일 부경
대학교 고대권,고종환,구자삼,권기룡,권혁동,권혁무,김남식,김님식,김돈,김무준,김병기,김병호,김상용,김성부,김완민,김용현,김인동,김종
수,김진황,김창규,김형락,남택정,노상철,류지구,류홍수,민성기,박상길,박양근,박용범,박원규,배승철,변대석,변희룡,서효진,성용판,송종규,
신명호,신형일,안상욱,안수웅,오재호,오후규,윤광운,윤홍주,이동훈,이욱,이일영,이진수,이진우,이형기,이홍종,장대흥,장상언,장성록,정영
득,정준기,정형찬,조경연,조동구,조병권,최연욱,최연희,홍철훈 부산가톨릭대학교 권헌영,김재영,김정설,김치영,이명곤 부산경상대학교 권
오찬,백운전,손상호,차주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김수광,이흥기 부산교육대학교 공기화,박한숙,이상익,전세영,최관경 부산대학교 감재환,
강상훈,강성철,강인준,길원평,김광수,김기욱,김덕줄,김문생,김문찬,김병기,김봉모,김상달,김성국,김성진,김수영,김승대,김장환,김재호,김재
환,김정구,김종구,김중웅,김진연,김창규,김태운,김행범,김형욱,김희정,류명희,박원규,박을미,박주성,박형섭,배양현,서혜애,서홍석,성시찬,
성우용,손태민,안창규,양점홍,옥치율,우승훈,원주안,유소영,윤순현,윤웅찬,윤태훈,이갑수,이길왕,이민철,이병혁,이복률,이영근,이용권,이원
국,이장우,이종건,이헌홍,이현국,임광식,임운기,임정덕,임종찬,전웅배,전윤식,전홍기,전홍찬,정수란,정승윤,정원호,정인교,정인모,조경목,
조용훈,조운복,조일제,조현혹,최규수,최용석,최재영,최헌,하웅수,한창길,허영재,홍정희 부산백석신학원 주강식 부산여자대학교 이미나,황
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고경순,고홍근,권선홍,권영옥,김동률,김문길,김태균,류영태,박경수,박종탁,백송원,손기섭,안창규,우덕찬,우윤식,육
근효,이재혁,이정식,황금숙 부산장신대학교 김경희 부천대학교 김용규 삼육대학교 김경남,김광규,오재현,이숙연,조치웅,한동여 삼육보
건대학교 이동근,장영은 상명대학교 김광두,김수은,김재건,박경숙,박혜옥,신제민,오성호,유인수,유춘희,유태종,윤영대,이다니엘,이동수,
이승배,이은숙,이정순,장혜란,정현숙,황영애 상지대학교 곽기상,국윤범,유관희,황신준 상지영서대학교 김연진,원영철,윤교희,이종민 서
강대학교 김낙수,김병기,김병주,김영록,김주호,김충현,남성일,노부호,박경규,박성회,변희선,소현수,신운섭,신윤환,신창언,신혜경,엄동섭,
오병선,왕규호,이광순,이덕환,이도성,이승엽,이영구,이영훈,이은기,이장호,이재권,이정하,이태욱,이현수,이홍배,이효구,장용호,장직현,전성
훈,정재학,정하중,조규만,조긍호,조장옥,최순재,최인,최진훈,최현무,한도석,허남건,홍대형,홍철기 서경대학교 강선미,강창수,권혁준,김진
헌,김창선,박종준,서경,이복희,이지나,장영기,전신욱,전효선,조철호,최은정,최인순 서라벌대학교 임경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권영식,김기
창,김명수,김연태,김학균,김현수,류근옥,문수근,문형욱,박영일,박은수,서복원,신기상,양영균,염승화,이선희,이영현,이장섭,이진휘,이희영,
전양덕,주원종,차혁규,한길홍,한상철,한상훈,허대정 서울교육대학교 김종호,방인태,이희숙 서울기독대학교 김부자,김준회,민대훈 서울대
학교 LeeHyeongKi,강승완,강위생,강헌중,고봉찬,권대훈,권동일,권두환,권성택,권욱현,권혁준,김관민,김광열,김기범,김기선,김기한,김매
자,김병기,김병동,김상욱,김상준,김선구,김성완,김승기,김승조,김영수,김영오,김용범,김용환,김의수,김재필,김재하,김재홍,김정훈,김정희,
김종원,김종찬,김주원,김주현,김중곤,김지은,김지홍,김지훈,김진희,김창민,김현이,김현집,김형국,김형준,김효수,김희준,나영일,남승호,남윤
자,노종선,도상환,도형록,류관희,류종목,류한일,류현모,문양수,민현식,박남규,박병우,박성애,박성혜,박순자,박승관,박은아,박재학,박재형,
박정규,박정우,박정호,박제근,박종래,박준범,박지향,박지형,박진우,박효근,배광준,백남원,백명현,서경덕,서영배,서우석,서인선,서정욱,서정
원,서정천,성상철,성우제,손대원,손인주,손철호,송기중,송성진,송은지,송진웅,신광선,신동우,신범순,신상구,신준형,신희철,심봉섭,심재형,
심형보,싱봉섭,안경현,안도경,안상훈,안성두,안성훈,안윤옥,안중호,안희수,양윤재,오창완,왕규창,유상임,유정열,유홍림,유효선,윤계섭,윤용
수,윤원철,윤정일,윤혜숙,윤화영,이경수,이경우,이기춘,이문한,이범희,이병란,이병호,이상억,이상욱,이석원,이선복,이소우,이승구,이영조,
이영훈,이왕재,이원종,이은방,이은옥,이인규,이인영,이재영,이전제,이정렬,이정민,이정열,이정인,이정중,이지연,이창근,이창우,이한별,이현
구,이형기,이호영,이희연,장우진,장은아,장인성,장인영,장자준,장진성,장창두,장형우,전영철,정가진,정구흥,정선근,정주상,정중기,정철수,
정현교,정혜영,정홍익,제원호,조관자,조승제,조신섭,조영태,조유근,조재호,조한혁,주한규,채종희,최규완,최만수,최명옥,최민철,최병조,최상
철,최성희,최우갑,최인호,최재웅,최준영,최지은,최해천,최혁,추아정,탁태문,한문희,한원식,한준구,허대석,홍기선,홍성태,홍승환,홍여신,홍
영남,홍종인,홍주봉,황용석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병섭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유영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송무현,유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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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권원태,김상배,김성곤,김신도,김창민,김창석,박현성,박희현,배영수,심태섭,안철원,윤창현,이건,이상신,이창위,차민환,최근
희,한상원 서울신학대학교 김성원,김순환,박명수,이갑희,정인교,조갑진,조기연,주승민,최인식,최형근,한수정,한영대,한영태 서울여자대학
교 김민나,김태호,배호순,유은상,이숭원,이창석,최성용,홍광훈 서울예술대학교 허순자 서울장신대학교 장숙 서울호서전문학교 김상범,
김태순,류춘열,백승경,이권복,홍창식 서원대학교 강계삼,강기원,김대년,김성건,김영국,김옥태,김정숙,김진석,남상욱,박규홍,박종진,박희,
이기설,이준원,이항선,정해성,정호영,최병준,최우근,최유식 서일대학교 김정연,박성봉,신상혁,엄용기,엄주희,오세인,우영진 서정대학교 
김다정,이종갑,황주룡 선린대학교 고금복,김병임,김유정,김형길,오명옥 선문대학교 곽관훈,박종서,박진홍,서상문,안병국,오재환,유재곤,
이익수,이인구,정명규,조병제,조응태,최선희,홍석용,홍연표,황숭문,황철하 성결대학교 김승곤,김제임스,박종대,안정훈,유양숙,임경수 성
공회대학교 이홍열 성균관대학교 강국희,강무진,고영혜,구민정,권석태,권정이,김경례,김광식,김대식,김덕경,김문영,김양렬,김영곤,김영
호,김예상,김은상,김철환,김칠성,김통원,김효열,나연숙,남석진,박광민,박기헌,박재형,박형준,박휘규,배덕수,백기승,백민기,서성일,손진희,
손태성,손희정,신명철,안강모,안명주,염돈재,오세목,오수영,유필화,윤기준,윤병구,윤석왕,윤성필,윤환수,이영옥,이동현,이명섭,이민우,이상
태,이용철,이정언,이정원,이진기,이회정,이흥재,임재훈,장준호,전웅,정동준,정병창,정은철,정철정,정호열,조금남,조양선,조재일,지성우,최
덕환,최영진,최혁렬,최형진,한상만,현은자,홍성열,홍순기,홍진표,황성연,황성호,황헌 성민대학교 손병국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엄태항 
성신여자대학교 김도연,김명선,김미숙,김봉수,김영호,김옥임,김용직,박기성,박문화,송일성,송지호,신중성,오윤주,이준형,인병식,장민정,정
명실,최기엽,황경숙 세경대학교 김택균,우성근 세명대학교 김계수,김상진,김식,설태수,송현선,오창환,유승억,이기섭,임의순 세종대학교 
고의장,권오진,김덕기,김문현,김순복,김종성,김종원,김종학,김형석,김홍범,문승빈,박흥식,배종영,송수섭,안성청,유동근,윤진희,이경근,이경
태,이근영,이병욱,이순재,이종은,이지은,이창훈,조성직,주한광,최진호,홍우영,황보현,황용식 세종사이버대학교 배성한 세한대학교 김용
민,모귀석,박래웅,정용선,최미순 송원대학교 홍관희 송호대학교 김미향 수성대학교 이영식,정욱호 수원과학대학교 김혜영,남기현,민병
태,성준현,이상준,최수경 수원대학교 김은옥,김중신,유광호,이호훈,임교빈,정주영,채경석,최준봉,호광일,호문룡 수원신학교 이순홍 수원
여자대학교 박정은,우인애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고성균,김영선,김중근,목은균,문봉희,민동권,박천일,박화진,서찬주,소은희,손희순,송인
섭,신도철,오재림,이소희,이우근,장경문,정재연,채희철,최영민,홍종화 순천대학교 신향근,이선하,전순실,정옥희,정종환 순천향대학교 곽
정자,김광수,김무영,김상현,김성신,김용호,김용훈,김웅빈,김응하,김진호,노학재,목지오,박상흠,박은수,박종안,박춘식,배학근,선우재근,신병
준,심재준,우극현,유경희,유형선,윤석만,이은혜,이현정,임동진,임수빈,임철완,장재칠,정계헌,정문영,정준철,정활림,조윤행,진소영,한상우 
숭실대학교 강인성,권혁회,김광용,김두환,김명원,김명호,김문겸,김병직,김상수,김성철,김연옥,김영종,김영한,김영훈,김일원,김정헌,김진
오,김희경,류동길,박용우,박은구,박태영,서창진,양승인,오순방,유한주,윤도중,윤성국,윤승기,윤현덕,이상현,이원철,이재진,이종천,전득주,
전문석,전희종,정경위,정기원,정남용,정달영,정찬권,정찬수,조규익,조은식,조인효,조춘구,최성우,최자영,최천규,한명수,황선욱 숭실사이버
대학교 허혜정 숭의여자대학교 윤성준,정길채,한성택 신구대학교 안성로,이현선,최혜로 신라대학교 곽윤경,구승회,박현정,반용부,유호
석,이동순,이동윤,이채연,전병일,조무광,조현미,최추자,하배진,하상안 신성대학교 김종오,김태은,김현숙,최승길 신안산대학교 김강덕,김
혜영,김희,박성태,백성문,손길환,오혁수,유기연,이귀영,이승석,이승우,이종규,이차훈,이혜영,이화순,정용구,정재홍,진서은,천성우,최준오,
추영경,홍성구 신한대학교 김병철,김선봉,서병우,이상조,임봉호,최화식,한상욱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종구,박응규,소윤정,이동주 아주
대학교 고종원,구자열,김경현,김경호,김광민,김광섭,김기현,김기홍,김민구,김선교,김세중,김승범,김용진,김의환,김진수,김효동,노병희,문
승재,박명철,박영원,박재근,박춘식,박호환,서경원,석혜정,송미숙,송용진,신용백,신유섭,양상식,엄환섭,오세기,유연우,유재석,이건모,이경
임,이윤환,이은소,이재신,이재의,이주연,이주희,이한준,이형천,임미라,임석철,임인경,장영주,전영목,정영기,정형식,조영종,조영호,조재운,
조중열,조진,주인수,주일로,최윤호,한봉희,허균,홍만표 안동과학대학교 김진수,정승은 안동대학교 권기창,금동수,김복래,김복희,박세훈,
서성록,손장익,신영재,심재창,안중은,윤석수,이영근,이영학,이의열,이진갑,이철희,전영록,정숙희,정운선,현태덕 안산대학교 구인모,권용
은,권정숙,김규환,문운기,변형구,유재경,임희규,한은애 안양대학교 강학순,김명국,김주성,박종근,신현광,이은규,이은상,이은선,황하천 여
주대학교 김윤곤,왕석원 연성대학교 이현옥 연세대학교 강선주,강창무,강철희,고일선,구성열,길혜금,김관동,김균진,김근수,김긍년,김나
연,김대순,김동배,김동욱,김동현,김만득,김명섭,김병한,김성규,김성우,김성진,김영민,김영준,김원옥,김정동,김정한,김종배,김준명,김준석,
김중선,김청묵,김충배,김태우,김학배,김한중,김현옥,김현주,김흥동,노대규,노성훈,류석춘,목진요,문경순,문경환,민필기,박경아,박계태,박병
우,박영순,박영철,박용석,박용원,박용진,박은철,박중원,박진후,박찬일,박형식,박혜숙,박홍이,박희남,백순명,백효채,서용칠,서은경,서진석,
설용건,손병화,손흥규,신봉애,심원흠,심호식,안계춘,안익성,안철민,양용석,오경환,오영준,원종윤,유대현,유완,유종해,윤보현,윤상운,윤선,
윤웅섭,윤혜준,윤호근,이강택,이규식,이근우,이기영,이기종,이덕철,이동수,이명호,이미현,이삼현,이성일,이승종,이양수,이영훈,이용제,이원
택,이원희,이윤선,이재환,이재훈,이주선,이주헌,이준복,이찬영,이천의,이충국,이해종,이희경,장명,장성인,장순북,장양수,장준화,전광민,정
경영,정기양,정윤규,정전임,정형근,정휘동,조미연,조시현,주영은,최양수,최영식,최형기,최홍식,표정윤,한기수,한상완,한정호,허경진,홍성
준,홍순원,홍승필 연암공과대학교 박상규,최병오 영남대학교 권영봉,권재도,권진혁,김갑수,김교형,김기채,김기태,김봉식,김상태,김세윤,
김영문,김용철,김윤상,김재웅,김정모,김정무,김종근,김종연,김준호,김지수,김철규,김희수,남효덕,노덕률,노상래,노택환,류호용,박동수,박성
무,박영봉,박원주,박응호,박정윤,박종원,박추환,박혜경,배성현,배정미,배효광,변종국,서완석,서희돈,손광락,손태원,송대선,송인환,신경철,
신동진,신재균,안승철,안정주,안지영,양찬석,여정수,여택동,유호근,윤영우,이문조,이병완,이병준,이석규,이영휘,이용호,이유신,이재원,이정
철,이제영,이종달,이종순,이준하,이춘열,이화조,장갑수,장무웅,장성각,장영동,장철훈,장혁상,정용주,정인기,정일섭,정준표,정현열,조두형,
차명수,채영석,최준호,최청,하정옥,황재석,황재우 영남사이버대학교 최남식 영남신학대학교 김지연,김형곤,배재욱,안승오,오규훈,우매리,
채승희,최태영 영남이공대학교 고재열,김광수,김민주,김연화,김영수,김종주,문상호,송경희,송문영,오명석,이민세,조규민,조용문,조인술,조
정현,최광현,최영식,황남성 영산대학교 김동국,노승혁,박대환,송영수,안종기,오창석,오치재,이운용,장성기,정이근,정재락,정천구,조장식,
조현영 영진전문대학교 손준용,송수정,이영옥,이종태,정상태 예수대학교 양복순 용인대학교 김순희,김영규,김윤종,김인수,김창유,박병
용,박영진,신승국,윤상화,이돈재,이옥희,전선영,차혜경,허남양 용인송담대학교 김복구,문종훈,박상규,서병택,성기룡,이원철,이정재,전창
호,홍현석 우석대학교 박순희,방명애,방정식,우상기,유기옥,이갑헌,이재형,정순량,하승민 우송대학교 강신민,박윤영,배정설,송영학,안태
홍,임광선,장덕진,최중현,탁윤균 우송정보대학 김영우,김정겸,양승호 울산과학대학교 김성배,김주연,박서운,박효열,서정호,엄희경,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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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남우,이완순,이종철,이주영,하대연 울산대학교 강상욱,강윤구,강종열,강희준,고승국,고재문,구자은,구태만,김강모,김규래,김기수,김
기호,김기훈,김문찬,김병식,김상온,김선호,김성득,김세원,김승후,김인숙,김일원,김종민,김종수,김주홍,김지은,김진무,김흥식,나도선,노성
우,노성환,박동환,박병희,박상윤,박성태,박성호,박양수,박용태,박중열,박찬정,박창규,배영일,송채린,신완철,신용욱,신원정,신희정,안세현,
안준우,여태인,원성필,원혜성,유범준,유은실,유호천,윤범상,윤영희,이경식,이규옥,이동호,이명섭,이문규,이미영,이사라,이수한,이욎잔,이윤
선,이은우,이재기,이재담,이정훈,이제봉,이종식,이주용,이주훈,이진성,이창근,이학주,이호승,이홍희,임정길,장기풍,장태휘,전성표,전희성,
정철현,조강현,조영걸,조영미,조지운,주석중,주영우,차주희,찬희곤,천희곤,최건무,최기준,최영락,최영준,최인철,최창민,한먕식,한명식,한오
수,허정석,홍창기,황재광 원광대학교 김병진,김태웅,윤기병,이상희,이중희,이희석,장나영 위덕대학교 김정열 유원대학교 박관후,한중선 
유한대학교 김진순,손동설,정인승 육군3사관학교 남궁찬,최무덕 을지대학교 권길영,권진수,김병건,김종렬,손병관,심수정,오한진,정성균,
조해월,홍인표 이화여자대학교 강명희,강순자,강순희,강혜련,권복규,권오란,권은미,김광옥,김명옥,김미경,김석준,김성학,김송죽,김수영,김
숙희,김승철,김왕식,김윤환,김인정,김정효,김진우,김춘미,김태희,김혜경,김혜순,문병인,문숙재,민혜숙,박석순,박선기,박성연,박은애,박종
윤,박진호,박혜숙,박혜영,백남선,서숙,서은경,서의교,성순희,성연아,성주명,소병수,손세정,신승애,신윤용,안홍식,양윤,엄정애,용환승,원형
중,유은선,유의선,유정현,윤금희,윤영은,이경혜,이광옥,이광자,이남숙,이삼성,이상혁,이소현,이영하,이영희,이은화,이자형,이주호,이향숙,
이혜선,이화영,이화정,임우성,장남수,장은영,전윤식,정상혁,정우식,정익모,정해원,조경원,조동영,조미숙,조인호,조정현,차은숙,채기준,천은
미,최연희,최영,최원목,최유원,최혜영,최희정,하영수,한경은,한정선,함영림,허규정,홍부길,홍영선 인덕대학교 김홍기,박태호,박홍석,양정
회,장호철,전응섭,정환호,조성진,최연화,허기중 인제대학교 강병준,고재환,공규민,구본일,김기연,김동옥,김문철,김연수,김영대,김재형,김
지연,김철,김호균,김희철,문갑순,박경미,박상현,박지영,배진영,성열보,손광호,신정욱,안경희,양윤준,오행진,육형동,윤아일린,은충기,이경
아,이광봉,이기재,이대희,이도경,이성순,이성윤,이수경,이우용,이채혁,이혜경,장여구,전진우,전채휘,정의홍,정재용,조대연,조영규,주석규,
최영웅,최원충,표세영,허대영,홍완표,황동희 인천가톨릭대학교 윤선영 인천대학교 강준희,곽봉환,김내현,김상남,김정완,김찬주,박상언,박
재세,박제훈,박종욱,성미영,신관수,신현재,양창수,윤기병,이병하,이재석,이행원,임경택,임원경,장석우,전석희,조명진,주현태,지부일,최윤
경,최희라,하태문,홍종달 인천재능대학교 이상훈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양룡 인하대학교 기세휘,김대호,김대환,김민성,김순기,김의곤,김정
택,김종보,김진영,김창부,김현수,김호중,김흥규,나영주,문성준,박관욱,박덕유,박소라,박현선,백승국,백완기,서형준,소재성,신석환,신재실,
심명필,양용준,오수학,왕숙영,우경자,우성권,유원희,윤광섭,윤여원,윤태일,이광,이완인,이원우,이은진,이정섭,이정현,이창언,이천,이한섭,
이환범,이훈재,임명관,장윤영,전용수,전용훈,정용원,정일섭,정찬오,조정란,최규흥,최병용,최순자,한상을,허병기,허욱열,홍득표,홍승기,홍승
홍,홍정선,황진명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철홍,소기천 장안대학교 고은상,권재현,길창근,박경란,박영배,박종대,정대희 전남대학교 강숙자,
김삼태,김선미,김성호,김재정,김재호,김호균,류화원,소향숙,손기형,이숙,이은주,이주리,이흥수,장신,정봉현,정채용,정혜숙,조재신,조정관,
최보길,최석만,최순희,최혜영,홍현진 전남도립대학교 국승욱 전북대학교 강길선,강혜영,고인용,곽강제,김오환,김원,김희준,박문국,박선
희,박성림,박영구,백병걸,선병윤,송경섭,송영수,신동로,신동화,윤세억,이국행,이재영,임철완,장재우,최대규,하우봉,한윤봉,허삼남,홍봉근,
홍성훈,황태윤 전주대학교 고상순,김경희,김종훈,김형길,문순표,박순권,배순자,배혜화,서혜경,이강인,조일영,최설희,최종문,최희섭 전주
비전대학교 노명숙,조용호 제주국제대학교 서봉성,손석기,오창경,이보영,이종기 제주대학교 강동식,강영훈,고석찬,권숙희,김인중,배종
면,신명수,안장영,이명곤,이용필,이용학,이종현,정충덕,한석지 제주한라대학교 이성화 조선간호대학교 민순,최미정 조선대학교 고준석,
김기영,박상기,박세승,박영진,반기성,윤영수,이규배,이원재,이희종,장병석,정혁,최재혁,홍광준 중부대학교 고민환,공석기,김동문,김영전,
남상섭,남태석,박희동,양정모,이건영,이광숙,이민순,이병래,이종익,장준복,장충석,정순태,조흥순,최태호,허현주 중앙대학교 곽호영,권혁
인,김경도,김광준,김기봉,김성조,김승욱,김영봉,김영주,김정식,김창근,김형국,김호성,노영가,박완규,박정수,박찬균,박찬옥,박해철,박희봉,
방효원,백훈,서용원,석주원,설대우,성동규,성환갑,송철용,신동호,신상웅,신창민,안충영,양유석,오세진,유권종,유동원,유석희,유시용,유정
애,윤경현,윤영신,윤우열,이견실,이광호,이규환,이성원,이성호,이용,이용구,이인호,이종권,이준승,이희봉,이희성,임병하,임성준,장화수,전
시자,전인평,정연강,정영복,정영수,정헌배,조성한,조정식,차철호,최병선,최영기,홍원표,황인철,황호정 중앙승가대학교 정승국 중원대학교 
권정현,김택,나승혁,박금숙,박현준,이지연,정명희 진주교육대학교 김영범,김정숙,이재인,이재현,정용주,정호범 차의과학대학교 권황,김영
상,김원찬,김은혜,김일형,김진영,김한규,김형미,박찬우,박필원,박한뫼,서호석,심성신,오도연,유준환,이경아,이기헌,이범우,이종인,이창호,
이호재,임규성,장은미,전지현,정우식,채규영,최우진,한원보,한인보 창신대학교 고명길,오세준 창원대학교 김정기,김홍규,박경엽,박진아,
이종근,전영길,전형준,정차근,차병철,추교완,하명수 창원문성대학교 윤덕환,전종경,황화철 청강문화산업대학 고성욱 청운대학교 고명석,
고재용,박건희,박명혜,손선미,이종호,정태섭,조길호,채규진 청주대학교 김락상,김성태,김양수,김헌일,김형묵,남기창,도현승,민덕기,박승
락,송우영,양철호,연경화,오세호,유연석,이기슈,이재록,이현재,장광택,전환성,조환기,최세영,하대용,홍상표 초당대학교 김창진,박일훈 총
신대학교 강웅산,김길성,김봉수,김성욱,김성원,김성태,김영숙,김인환,김정우,김정준,김희백,김희자,라영환,박태현,박희석,성남용,송준인,
윤종훈,이상원,이풍인,이희성,임경철,정갑순,정일웅,최광수,하재송,황선우,황영아 춘천교육대학교 김남일,이종훈 충남대학교 강준길,구자
형,권택천,김만수,김무강,김방룡,김봉희,김선영,김수배,김언주,김을곤,김응종,김주옥,김지나,김철호,남명진,남상윤,노용균,노태천,박균하,
박석윤,박순발,박영철,박인숙,박장규,서영식,성세진,손기영,손은희,송영진,송오섭,송윤헌,신용협,신원규,안정근,오만진,오승엽,오정수,유승
헌,유용만,윤민중,윤민호,윤석승,윤희천,이기윤,이동수,이숙희,이승원,이연희,이은웅,이인덕,이종석,이종희,이창원,이평래,임국형,임재환,
장규섭,장동순,장동일,장석명,장휘숙,전양,정상헌,정성해,정수영,정연홍,정영수,정혜선,지성주,진동일,차상철,차은석,천세영,최훈,한복룡,
한여옥,허성호 충북대학교 강신우,고석하,권효식,금상호,김광민,김대식,김석일,김영렬,김영철,김옥현,김용대,김용은,김용환,김원재,김재
정,김주엽,김진수,김치경,김홍은,김훈,노재섭,류종경,민병학,박경미,박근형,박노균,박상수,박상희,박완규,박유식,박인근,배현덕,서옥석,성
준용,송범헌,안길상,연규황,오기완,오태근,윤남식,윤주한,윤흥섭,이사영,이의태,이재룡,이철우,이철원,이학수,임병덕,임재윤,장봉우,정승
근,정영수,정중재,조남석,조태주,차병진,최대호,최병암,한규성,한규영,홍종면 충북도립대학교 이근준 충청대학교 권선국,서정범,소의열,
오원진 침례신학대학교 강진희,김광수,김승진,김정봉,문상기,송민호,신수정,이춘자,이현모,현숙경 칼빈대학교 오성종,이일호 ,전지명 평
택대학교 김현진,박명규,박종우,서길원,신성철,신현수,윤혜정,윤화영,이종복,홍성국 포항공과대학교 구자강,김경태,김동언,김재삼,김진
곤,김치하,박재욱,박종국,윤건수,이병주,이재구,이종혁,이해건,이후종,장태현,조동완,조윤제,홍승표,홍원기,홍유신,홍정기 포항대학교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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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걸,박외근,이경훈,이동록,조영대 한경대학교 김용곤,김태완,김태욱,김한정,박연미,박준서,박청인,이규진,이남호,이상은 한국교원대학교 
권재술,김영식,김주성,김지혜,박은덕,예종이,이병진,이상혁,이지연,정동양,정용승,정진우,조병은,조일영,최돈형,최병순,한 상헌,황도생 한
국교통대학교 김광현,김인식,김희자,박상찬,박석현,박용만,안태환,원충상,이상문,이정희,이종혁,이충호,이호식,임병국,임정수,임종국,장인
수,전태성,한증성 한국국제대학교 강진순,김유식,김희숙,이연희,이준열,전외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진현,류기홍,박창순,원윤재,위상봉,
이재협,장윤상,정경석,정종대,조을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성영,김영임,손종흠,심재영,진권장 한국복지대학교 이성록 한국산업기술대
학교 구명회,김영일,남옥현,이규남,이하영,정걸채 한국성서대학교 김현광,원영희,최선희 한국승강기대학교 한영규,한태수,황수철 한국열
린사이버대학교 공인규,노양규,안호원,연주현,오세용,이운성,최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홍승,오경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구영,강덕수,강
효석,고동우,권석균,권재일,기연수,김명옥,김성재,김애실,김용민,김유강,김종덕,김진아,나원찬,박갑성,박숙희,박정운,박진우,서경교,서재
만,송재목,신현길,윤경원,이광은,이명호,이상엽,이성하,이의찬,이정,이종욱,이창수,이창현,장붕익,장실,조남신,주동완,차예경,채명수,최영
수,최완진,하현준,홍순남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오명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성완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GMU Korea) 진장천 한국체육
대학교 김진한,배선복,윤중완,이승국,이종영 한국폴리텍대학 김태원,박명학,손종원,임재규 한국학중앙연구원 강돈구,신대철,이상훈 한국
항공대학교 강자영,고준수,김경식,김기웅,김재곤,김정선,김철우,도규봉,박형래,부준홍,유병길,이상율,하수동,허희영,홍예선 한국해양대학
교 김길수,김동혁,김성환,노일,신성렬,정형호,현범수 한남대학교 김경택,김기웅,김명관,김명순,김민정,김억중,김종수,김종하,김주필,김호
중,남승숙,노정순,류구상,박문식,박미은,박재목,백제인,서영성,성일석,손원선,송기영,송영우,송정길,신한동,심우건,안증환,윤연수,이극,이
영희,이은하,이제현,이종용,이하준,이한교,이형우,장수경,정성은,한경신,한철 한동대학교 고준태,김군오,김기석,김영섭,김영진,김정원,김
종록,김지현,김학주,김헌주,김형겸,박영춘,서병선,성금영,성현모,손중권,유태준,이강,이권영,이종철,장근배,제양규,조원철,조윤석,조이수,
지범하,최인욱,최정훈,한다성,한윤식,허명수,현창기 한라대학교 김상권,김원덕,김주환,유건선,이욱열,조장호 한림대학교 강희정,고도흥,
김병정,김병천,김병현,김영명,김우택,김윤중,김철호,남궁숙,남기봉,노재옥,문규,문승명,박민정,박용기,박진용,손병홍,신성일,양윤정,온석
훈,위세찬,유재명,유팔무,윤현숙,이공우,이상곤,이수경,이승순,이열,이윤열,이정현,이현혜,임종윤,장명국,전종갑,정광익,정기석,정차권,조
민기,조병태,최균,최문기,최정아,최창희,허정아,홍광엽,홍명선,황형식 한림성심대학교 김창회,이정애,한은수,허계범 한림정보산업대학 이
인숙,조봉계 한밭대학교 구본급,김민규,김차종,남기완,송기범,오호진,이학문,임기평,임채욱,장석구 한서대학교 구윤회,김광태,김남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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