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서번호 이름 대학교 ( ) 증서번호 이름 대학교 ( )

한양대학교 호원대학교

에너지학과 치위생학과
한림대학교 교통대학교

경제학과 기계공학과
영동대학교 한국성서대

중등특수학과 사회복지과

국민대학교 경남기술대

중국학과 재료공학과

순천향대학교 건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수학과

육군3사사관대 강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지구물리학
홍익대학교 공주대학교
경영학과 사회복지과

한양대학교 상명대학교

약학과 보험학과
광운대학교 가천대학교

법학과 국어국문학

아주대학교 대전대학교
미디어학과 경영학과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지리학과
한국외국어대 명지대학교

영문학과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금오공업대
사학과 건축공학과

외국어대학교 서울대학교
인도어학과 경제학부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수학과
강릉원주대 홍익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디자인공학과
국민대학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운대학교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보건행정학과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정치외교학

국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교육학과 방송미어학과

서울대학교 가천대학교

기악과 설비공학과
인하대학교 부산대학교
생명과학학과 경제학과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영상학부

2015년도 장학생 선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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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6 류훈희 류근덕(北) 2899 류미리 류성운(吏)

2877 류재현 류청희(北) 2900 류강희 류근수(北)

2878 류고은 류근찬(北) 2901 류정민 류현호(北)

2879 류태규 류희인(寺) 2902 류태규 류은호(北)

2880 류성주 류주형(吏) 2903 류은수 류희진(寺)

2881 류영택 류회수(吏) 2904 류은진 류회근(寺)

2882 류형규 류환태(安) 2905 류철희 류성재(寺)

2883 류찬희 류근재(北) 2906 류지연 류호규(吏)

2884 류원석 류종현(吏) 2907 류현주 류홍식(吏)

2885 류상희 신동희(北) 2908 류성민 이미숙(吏)

2886 류희재 류영무(寺) 2909 류정서 류재연(北)

2887 류현우 류열호(北) 2910 류재우 류희승(吏)

2888 류지호 류석정(北) 2911 류혜진 류용희(北)

2889 류진규 류희민(寺) 2912 류동규 류희문(吏)

2890 류근우 류경호(北) 2913 류동민 류재욱(北)

2891 류하영 류광호(北) 2914 류근호 류영수(北)

2892 류민영 류회윤(吏) 2915 류한결 류섭봉(安)

2893 류연지 류회담(吏) 2916 류인하 류수철(安)

2894 류재현 류응호(北) 2917 류리 류계섭(吏)

2895 류혜영 류병문(吏) 2918 류희민 류훈무(寺)

2896 류정민 류근영(北) 2919 류준택 류회필(吏)

2897 류수지 류회훈(吏) 2920 류경봉 류재완(北)

2898 류혜진 류근식(北) 2921 류주희 류완형(寺)



증서번호 이름 대학교 ( ) 증서번호 이름 대학교 ( )

가천대학교 고려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경영학과
카톨릭대학교 문화예술대

환경공학과 외식경영학과

명지대학교 포항공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화학공학과

협성대학교 고려대학교
신학과 신소재공학부

서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의류학과
우석대학교 서울대학교

약학과 수리과학부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의학과 전자공학부

광운대학교 경민대학교

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충남대학교 농협대학교

약학과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한양여대
생물공학과 패션디자인
호서대학교 유한대학교

국방과학과 의료행정학
원광대학교 한양여대

국제통상학과 실용음악과

연세대학교 영동대학교
경영학과 안경광학과

2922 류경선 류일형(安)

2936 류다경 류회삼(吏)

2924 류해민 류희대(吏)

2923 류다혜 류희대(吏)

2926 류희상 류양무(寺)

2925 류지은 류정규(吏)

2928 류준호 류기환(安)

2927 류효주 류광호(吏)

2930 류순영 류석호(北)

2929 류현지 류회삼(吏)

2932 류명균 류재하(北)

2931 류상범 류명섭(吏)

2943

2944

2945

2946

2934 류지민 류성호(北)

2937 류종현 류경배(吏)

류재승(北)

류윤기(吏)

류내봉(吏)

류광호(吏)

2935 류윤선 류희강(吏)

2933 류찬희 류근일(北)

류혁규(吏)

류지현2938

2939

2940

2941

2942

2947 류청녕

류은배

류무선

류회심

류선혜

류회윤

류효창

류보섭

류희연

류세규(吏)

류근청(北)

류대형(吏)

류후섭(吏)

류병일(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