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성명 소속(학교)명 부서(학과)명
중간고사

(60점 만점)

1 강민*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27.25

2 고태*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34.88

3 권용* 충북대학교 공업화학과 15.75

4 김동*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5.25

5 김세*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47.33

6 김수*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 18.28

7 김승*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40.25

8 김영*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45.42

9 김영* 세종대학교 전자공학과 11.75

10 김영*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18

11 김용* 세종대학교 광전자공학과 29.25

12 김지* 한림대학교 응용광물리학과 30.08

13 김지*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7.58

14 김채*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3.5

15 김형* 고려대학교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24.88

16 김호*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44.88

17 노승* 한남대학교 광센서공학과 51.17

18 노태*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8.5

19 류유*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20.25

20 맹주*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40.5

21 문성*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50.17

22 박기*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52

23 박명* 두원공과대학교 디스플레이 전자공학과 14.66

24 박성* 한림대학교 응용광물리학과 28.5

25 박아* 인천대학교 물리학과 38.58

26 백경*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38.33

27 변성*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29.09

28 변정*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33.08

29 성채* 홍익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3.25

30 손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27.03

31 송근* 세종대학교 광전자공학과 32.83

32 송수* 인천대학교 물리학과 35.5

33 송영* 광운대학교 전자바이오물리학과 12.25

34 신예*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20.25

35 심준*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41.08

36 안영* 세종대학교 전자공학과 27.58

37 양경*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29

38 오대*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31.25

디스플레이 광학(중간고사)

제
 8
회
 K
D
S 
시
험
성
적



순번 성명 소속(학교)명 부서(학과)명
중간고사

(60점 만점)

39 오주* 세종대학교 광전자공학과 32.33

40 유상*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17.58

41 윤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30.67

42 이가*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39.75

43 이배*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30.02

44 이승*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35.13

45 이승* 고려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23.75

46 이시* 인하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27.67

47 이재*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49.17

48 이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재료공학과 32.67

49 이정* 한림대학교 응용광물리학과 45.25

50 이종*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35.92

51 이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7

52 이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44

53 임성* 중앙대학교 물리학과 48.25

54 임예*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50.75

55 정승* 한림대학교 응용광물리학과 28

56 정재*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17.5

57 정주*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24.75

58 정택* 경희대학교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20.25

59 정현*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25.25

60 최경* 경희대학교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32.25

61 최소* 세종대학교 전자공학과 13.63

62 한성* 숭실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29.5

63 한성*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18.5

64 한재* 부산대학교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35.25

65 허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13.13

66 황무* 세종대학교 전자공학과 30.08

67 황현* 중앙대학교 물리학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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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소속(학교)명 부서(학과)명
기말고사

(60점 만점)

1 강민*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30

2 고태*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50

3 권용* 충북대학교 공업화학과 17.33

4 김동*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1.55

5 김세*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47.5

6 김수*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 15

7 김승*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35

8 김영*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50.17

10 김영*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19.33

9 김영* 세종대학교 전자공학과 12.17

11 김용* 세종대학교 광전자공학과 24.5

13 김지*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부 40.67

12 김지* 한림대학교 응용광물리학과 31.33

14 김채*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2

15 김형* 고려대학교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23.17

16 김호*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42

17 노승* 한남대학교 광센서공학과 39.17

18 노태*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33.33

19 류유*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27

20 맹주*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30.17

21 문성*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55.33

22 박기*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45.67

23 박명* 두원공과대학교 디스플레이 전자공학과 0

24 박성* 한림대학교 응용광물리학과 30

25 박아* 인천대학교 물리학과 38.67

26 백경*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32.17

27 변성*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34.67

28 변정*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42.83

29 성채* 홍익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6.28

30 손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34.67

31 송근* 세종대학교 광전자공학과 36.67

32 송수* 인천대학교 물리학과 42

33 송영* 광운대학교 전자바이오물리학과 19

34 신예*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29

35 심준*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32.67

36 안영* 세종대학교 전자공학과 24

37 양경*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36.33

38 오대*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37.5

디스플레이 광학(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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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소속(학교)명 부서(학과)명
기말고사

(60점 만점)

39 오주* 세종대학교 광전자공학과 33.17

40 유상*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31.67

41 윤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37.17

42 이가*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44

43 이배*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40.17

44 이승*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38.17

45 이승* 고려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18

46 이시* 인하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36.67

47 이재*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40.83

48 이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재료공학과 33

49 이정* 한림대학교 응용광물리학과 39.33

50 이종*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37.33

52 이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48

51 이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47.33

53 임성* 중앙대학교 물리학과 50

54 임예*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52.67

55 정승* 한림대학교 응용광물리학과 22

56 정재*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28.5

57 정주*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37.5

58 정택* 경희대학교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16

59 정현*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24.5

60 최경* 경희대학교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0

61 최소* 세종대학교 전자공학과 17.17

62 한성* 숭실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32

63 한성*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18.33

64 한재* 부산대학교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45.67

65 허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23.5

66 황무* 세종대학교 전자공학과 25.67

67 황현* 중앙대학교 물리학과 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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