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서번호 이름 대학교 ( ) 증서번호 이름 대학교 ( )

한양대학교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전자전기공학
강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실내가구디자인 건축학부
연세대학교 호원대학교
경영학과 치위생과

숙명대학교 전북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영어영문학

아주대학교 청주대학교
미디어전공 영어영문학

삼육대학교 국민대학교
기초의약과학과 전자물리학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수학과
강남대학교 한국해양대

사회복지학부 반도체공학과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

컴퓨터정보학 컴퓨터학부

서울시립대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과학기술학부

장로회신학대 세명대학교
교회음악과 컴퓨터학부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약학과

인하대하교 청강문화대
경제학과 에코스타일

충남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정보통신과 호텔학과

호서대학교 원광대학교
산업심리학과 한의의학과
상지대학교 인천대학교
경영정보학 신소재공학과
건국대학교 국민대학교
간호학과 교육학과

명지대학교 단국대학교

건축학전공 환경자원학과
포항공대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 약학과

한림대학교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광고홍보학

충남대학교 셩결대학교

심리학과 정보통신학부
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작곡과

국민대학교 고려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의학

2708 류훈희 류근억(北) 류정형(寺)

2709 류창화 류영기(吏) 류근진(北)

2710 류지민 류미리류성호(北) 류성운(吏)

2711 류윤미 2734 류다솜류석두(北) 류형석(安)

2712 류상희 2735 류재욱류근문(北) 류철희(北)

2713 류지예 2736 류기홍류병배(寺) 류기홍(寺)

2714 류인선 2737 류은수류병룡(安) 류희진(寺)

2715 류주연 2738 류재준류순섭(安) 류성희(北)

2716 류미현 2739 류지희류기환(安) 류근태(北)

2717 류혜미 2740 류성빈류문형(安) 류환범(安)

2718 류근중 2741 류현승류종호(安) 류근수(安)

2719 류근우 2742 류찬희류방호(北) 류근재(北)

2720 류승호 2743 류도희류석달(吏) 류회택(吏)

2721 류택근 2744 류재춘류득수(安) 류만희(北)

2722 류애란 2745 류근정류병계(사) 류길형(北)

2723 류근수 2746 류정원류정호(北) 류병문(寺)

2724 류다은 2747 류혜영류장현(吏) 류일수(吏)

2725 류현정 2748 류한나류홍식(吏) 류석호(北) 

2726 류종명 2749 류순영류경배(吏) 류순형(北)

2727 류지은 2750 류성안류만영(安) 류근영(安)

2728 류효준 2751 류찬희류세호(北) 류희준(北)

2729 류용주

2730 류맑음

2752 류인철류재범(北) 류석범(吏)

2753 류준호류내명(吏) 류석범(吏)

2013년도 장학생 선발 명단

( ) 표시 : 이판공파(吏) / 북부령공파(北) / 시윤공파(寺) / 안간공파(安)

2731 류중무

2732 류세희

2733



증서번호 이름 대학교 ( ) 증서번호 이름 대학교 ( )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경제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이화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음악 경제학과

홍익대학교 경희대학교

조선해양공학 국어국문학
가천대학교 우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특수교육학과
백석대학교 단국대학교
관광학부 응용수학과
이화여대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항공우주학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교육학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민대학교 포항대학교
경제학과 화학공학과
명지대학교 고려대학교

화학과 환경시스템
한중대학교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인문학
한국기술원 중앙대학교

시스템공학과 국제물류학

수원대학교 신성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자동차계열
천안나사렛대 두원공과대학교

캐릭터디자인 컴퓨터공학부
단국대학교 구미대학교

전기공학 일본어전공
세종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식픔공학부 임상병리과
순천향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의예과 회계정보학
서울대학교 여주대학교

전기공학부 뷰티디자인

대구카톨릭대 김포대학교

환경과학과 호텔외식산업과

연세대학교 조선간호대
천문우주학 간호과
연세대학교 한국영상대

신학과 영상연출과

2754 류동규

2755 류정욱

2756 류화연

2757 류현주

2758 류수민

2759 류현정

2760 류인하

2761 류재록

2762 류민영

2763 류재석

2764 류재호

2765 류희석

2766 류재민

2767 류봄이

2768 류한솔

2769 류미림

2770 류봉규

2771 류기민

2772 류부규

2773 류태화

2774 류리

2775 류지현

2776 류경봉

2777 류은진

2778 류성원

2779 류자현

2780 류지희

2781 류지은

2782 류현우

2783 류종현

2784 류정민

2785 류정현

2786 류현진

2787 류국형

2788 류재원

2789 류세진

2790 류다예

2791 류지형

2792 류혜원

2793 류회은

2794 류효미

2795 류준규

류희문(吏)

류성목(吏)

류명령(吏)

류홍식(吏)

류희철(吏)

류병섭(安)

류수철(安)

류봉희(北)

류회윤(吏)

류형희(北)

류석상(吏)

류재무(寺)

류용희(北)

류장형(吏)

류성섭(吏)

류춘희(北)

류희문(吏)

류희택(吏)

류희완(吏)

류수현(吏)

류계섭(吏)

류기복(吏)

류재완(北)

류희진(寺)

류경수(安)

류문호(寺)

류근진(北)

류회택(北)

류회상(北)

류경배(北)

류대기(北)

류호일(安) 

류운기(吏)

류영일(吏)

류천희(北)

류희석(寺)

이민자(吏)

류희완(吏) 

류승희(北)

류병찬(寺)

류혜원(北)

류인규(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