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학교 휴대전화 뒷자리 이름 학교 휴대전화 뒷자리
양정호 전북 8097 소다슬 백석 4990
김태수 한남 5178 이수연 한동 2871
황하람 한국외국어 1243 최재은 세종 4811
김영신 숭실 7870 이지원 가톨릭 4651
김누리 성균관 7011 이미소 부산 5619
이준범 서강 0405 박정현 한국외국어 7325
장대환 경희 0886 배하연 전남 1737
김상연 중앙 2916 오효정 서울 4404
정주영 고려 4913 김은선 울산 6539
김민재 한동 7235 황인영 건국 5767
김소중 조선 6640 백다혜 히코미즈노 쥬얼리컬리지 8351
홍시우 중앙 8911 황진경 명지 4835
장윤민 중앙 1405 백수민 세종 4182
방준호 대구 7761 이지혜 홍익 8262
김기남 강원 1407 이은정 대구 0238
이진오 전북 9782 김예은 나사렛 5192
송창준 군산 0167 주다은 서울과학기술 6786
최수빈 가톨릭 7485 박미선 고신 9108
김진경 영남 1344 문수연 군산 8183
박태현 홍익 2486 심여진 서울여자 6605

권한마로 중앙 0445 박보경 숙명여자 2602
이태호 동국 4057 임이경 순천 1216
신택연 한밭 4757 정수아 인천 9597
손규태 한신 6464 조은지 전북 3994
김동주 수원 0262 이세희 성균관 6513
최유민 중앙 3212 신지혜 홍익 7267
김종혁 충남 6307 정수진 전남 9276
임휘업 고려 7643 박혜진 남서울 8207
서보범 부경 7728 신예슬 경북 3890
이형로 동국 0137 김재연 한국외국어 9927
정인기 세종 3379 차효림 숭실 0688
박일규 상지 8984 김강희 연세 0316
이정한 제주 0461 최지원 아주 0041
이한결 성공회 3665 김태은 한국해양 0616
김준식 단국 0869 김주희 이화여자 0814
이승훈 군산 1086 모예은 건국 9422
권도완 연세 3069 박지숙 장로회신학 1575
이채현 영산 5372 이은경 대전 8206
이광헌 전북 9077 윤오경 건국 0192
장호석 아주 7644 박다빈 경북 2407
오제준 부경 5603 안윤아 혜전 0913
박우경 한동 2500 류누리 인하 4377
이수형 목원 9310 김솔이 숙명여자 6054
허영수 서경 8511 박혜진 경희 3985
김창민 충남 5686 이희수 명지 7607
김정곤 경희 5385 김수현 경희 7816
김한빈 부산외국어 3778 김정하 영남 5155
이인욱 동아 1147 김수진 제주 3114
송일엽 경희 1436 구슬이 경인교육 0014
김용규 한국항공 2571 진수현 경남 7001
한승훈 대구카톨릭 7174 강애리 성균관 0816

정은혜 대구 8613
홍예빈 이화여자 6678
강슬기 호원 8851
김예원 경상 7195
이아영 한일장신 4886
유희수 충남 2744

라온아띠11기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     (총 108명)
남자 여자



이름 학교 성별 휴대전화 뒷자리 이름 학교 성별 휴대전화 뒷자리

김영신 숭실 남 7870 정주영 고려 남 4913

송일엽 경희 남 1436 홍시우 중앙 남 8911

류누리 인하 여 4377 황하람 한국외국어 남 1243

김주희 이화여자 여 0814 차효림 숭실 여 0688

김누리 성균관 남 7011 강애리 성균관 여 0816

이준범 서강 남 0405 장윤민 중앙 남 1405

오효정 서울 여 4404 박태현 홍익 남 2486

정수아 인천 여 9597 박정현 한국외국어 여 7325

김상연 중앙 남 2916 모예은 건국 여 9422

황진경 명지 여 4835 권한마로 중앙 남 0445

이지혜 홍익 여 8262 김진경 영남 남 1344

주다은 서울과학기술 여 6786 박지숙 장로회신학 여 1575

이지원 가톨릭 여 4651

윤오경 건국 여 0192

손규태 한신 남 6464 이한결 성공회 남 3665

김용규 한국항공 남 2571 장호석 아주 남 7644

심여진 서울여자 여 6605 김정곤 경희 남 5385

최지원 아주 여 0041 구슬이 경인교육 여 0014

임휘업 고려 남 7643 김솔이 숙명여자 여 6054

김동주 수원 남 0262 김태수 한남 남 5178

김준식 단국 남 0869 박혜진 남서울 여 8207

홍예빈 이화여자 여 6678 신지혜 홍익 여 7267

김종혁 충남 남 6307 권도완 연세 남 3069

이태호 동국 남 4057 허영수 서경 남 8511

박혜진 경희 여 3985 정인기 세종 남 3379

김강희 연세 여 0316 김재연 한국외국어 여 9927

박보경 숙명여자 여 2602

이형로 동국 남 0137 장대환 경희 남 0886

신택연 한밭 남 4757 이수형 목원 남 9310

이수연 한동 여 2871 소다슬 백석 여 4990

이미소 부산 여 5619 황인영 건국 여 5767

박다빈 경북 여 2407 서보범 부경 남 7728

김민재 한동 남 7235 이채현 영산 남 5372

방준호 대구 남 7761 김한빈 부산외국어 남 3778

조은지 전북 여 3994 이은경 대전 여 8206

문수연 군산 여 8183 신예슬 경북 여 3890

김창민 충남 남 5686 오제준 부경 남 5603

이승훈 군산 남 1086 이광헌 전북 남 9077

이은정 대구 여 0238 이희수 명지 여 7607

김예은 나사렛 여 5192 김수현 경희 여 7816
김태은 한국해양 여 0616

최유민 중앙 남 3212 김기남 강원 남 1407

박우경 한동 남 2500 박일규 상지 남 8984

김은선 울산 여 6539 김정하 영남 여 5155

백다혜 히코미즈노 여 8351 진수현 경남 여 7001

최재은 세종 여 4811 배하연 전남 여 1737

최수빈 가톨릭 남 7485 이인욱 동아 남 1147

양정호 전북 남 8097 이진오 전북 남 9782

이세희 성균관 여 6513 정은혜 대구 여 8613

박미선 고신 여 9108 김예원 경상 여 7165

안윤아 혜전 여 0913 김수진 제주 여 3144

김소중 조선 남 6640 송창준 군산 남 0167

한승훈 대구카톨릭 남 7174 이정한 제주 남 0461

강슬기 호원 여 8851 임이경 순천 여 1216

이아영 한일장신 여 4886 정수진 전남 여 9276

유희수 충남 여 2744 백수민 세종 여 4182

3조

12월 19일

14:00

~15:30

7조

12월 20일

14:00

~15:30

4조

12월 19일

15:30

~17:00

8조

12월 20일

15:30

~17:00

라온아띠11기 면접심사 조편성
12월 19일 (목) 12월 20일 (금)

1조

12월 19일

10:00

~11:30

5조

12월 20일

10:00

~11:30

2조

12월 19일

11:30

~13:00

6조

12월 20일

11:30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