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저학년) 이름(고학년)
대상

(전라북도교육감상) 채진욱(대구 봉무초 2학년 새암반)

최우수상 박규민(인천 청라초 3-7) 최은우(익산초5-2)

우수상 　김시원(광주 아이미술) 서보민(경기 동막초 6-1)

장려상
김연호(광양제철남 3-1) 신예진(진안초5-2)

박진영(인천 청라초 2-3) 박연수(풍기초4-3)

단체상(학교)
이리 백제초등학교

전주  삼천초등학교

순 접수번호 구분 이름
(가나다순) 학교 학년-반

1 고210 특선 강동효 전주 서곡초등학교 4학년 6반

2 저181 특선 강승윤 전주 서천초등학교 2학년 2반

3 저182 특선 경민준 전주 서천초등학교 2학년 2반

4 저404 특선 고다현 광양제철남초등학교 2학년 1반

5 저464 특선 고은설 풍기초등학교 1학년 8반

6 고233 특선 곽성찬 이리송학초등학교 4학년 3반

7 저433 특선 권루이 지곡초등학교 2학년 5반

8 저84 특선 권해인 아이미술(광주광역시) -

9 저398 특선 김가영 광양제철남초등학교 1학년 2반

10 저201 특선 김도훈 풍남초등학교 1학년

11 고44 특선 김동기 전주중산초등학교 4학년 4반

12 저109 특선 김동욱 광주 광천초등학교 2학년

13 저505 특선 김서우 오산 남초등학교 1학년 1반

14 저535 특선 김서은 이리송학초등학교 2학년 2반

15 고164 특선 김수아 지곡초등학교 4학년 3반

16 고68 특선 김수연 우림초등학교 5학년 5반

17 저465 특선 김윤하 풍기초등학교 1학년 4반

18 저538 특선 김은율 이리송학초등학교 2학년 4반

19 저112 특선 김정빈 광주 광천초등학교 2학년

20 고227 특선 김정원 대구 봉무초등학교 6학년 아라반

21 저487 특선 김지건 아트내이프 미술학원 2학년

22 저399 특선 김지율 광양제철남초등학교 1학년 3반

23 저11 특선 김태성 영등초등학교 3학년 2반

24 저207 특선 김프로 아중초등학교 2학년

25 저190 특선 김현재 전주 서천초등학교 3학년 2반

26 저318 특선 남도한 수원영동초등학교 1학년 6반

27 저445 특선 모가희 이리영등초등학교 1학년 5반

* 본상(9명)

* 특선(59명)



28 저449 특선 박경준 괴정초등학교 2학년 4반

29 고149 특선 박소율 진포초등학교 6학년 2반

30 저71 특선 박연화 이리백제초등학교 2학년 3반

31 저502 특선 박준하 새서귀초등학교 3학년 3반

32 저125 특선 박태혁 전주 중산초등학교 1학년 2반

33 저562 특선 박현후 삼천초등학교 2학년 1반

34 저424 특선 방은채 지곡초등학교 1학년 1반

35 저568 특선 배서연 삼천초등학교 2학년 2반

36 고77 특선 손결 우림초등학교 6학년 5반

37 저88 특선 송명민 아이미술(광주광역시)

38 저531 특선 신예람 이리송학초등학교 2학년 4반

39 저461 특선 안윤서 화랑초등학교 1학년 1반

40 고168 특선 오윤아 지곡초등학교 4학년 5반

41 저524 특선 원아윤 대구 봉무초등학교 1학년 새암반

42 고165 특선 유하은 대정초등학교 4학년 1반

43 저520 특선 이상휘 대구 봉무초등학교 3학년 아라반

44 저472 특선 이시유 인천금마초등학교 3학년 1반

45 고160 특선 이시후 전주교대부설초등학교 5학년 3반

46 저490 특선 이유나 이리 부천초등학교 1학년 3반

47 저511 특선 이준석 이리 부천초등학교 3학년 2반

48 고38 특선 장현진 광주 광천초등학교 5학년

49 저456 특선 조하진 인천청라초등학교 2학년 3반

50 저469 특선 조효원 동신초등학교 1학년 4반

51 저525 특선 채지훈 대구 공산초등학교 3학년 1반

52 저479 특선 최서현 남양주판곡초등학교 1학년 5반

53 고37 특선 최아연 광주 광천초등학교 5학년

54 저172 특선 최윤재 전주 서천초등학교 1학년 1반

55 고166 특선 최이현 지곡초등학교 4학년 2반

56 고90 특선 하인애 삼천남초등학교 4학년 3반

57 저523 특선 한해밀 대구 봉무초등학교 2학년 가람반

58 고213 특선 허은채 경기 동막초등학교 6학년 2반

59 고216 특선 황우진 전주 진북초등학교 6학년 1반



1 저321 입선 강나현 수원영동초등학교 2학년 7반
2 저220 입선 강새론 인후초등학교 1학년

3 저482 입선 강소희 남양주판곡초등학교 3학년 3반

4 저144 입선 강아린 전주 중산초등학교 2학년 2반

5 저51 입선 고다은 이리백제초등학교 2학년 1반

6 저348 입선 고윤주 인후초등학교 2학년 6반

7 저532 입선 국지은 이리송학초등학교 2학년 4반

8 저362 입선 김가현 서신초등학교 3학년 2반

9 고12 입선 김가희 마한초등학교 4학년 4반

10 고193 입선 김경호 남양주호평초등학교 6학년 4반

11 저89 입선 김규리 아이미술(광주광역시) -

12 고214 입선 김나래 익산 용남초등학교 4학년 1반

13 저97 입선 김나린 아이미술(광주광역시) -

14 저529 입선 김나엘 진안초등학교 2학년 2반

15 저150 입선 김나연 전주 중산초등학교 2학년 3반

16 저587 입선 김다윤 삼천초등학교 3학년 3반

17 고187 입선 김단아 풍기초등학교 6학년 1반

18 저108 입선 김민기 광주 광천초등학교 2학년

19 저316 입선 김민세 수원영동초등학교 3학년 3반

20 저100 입선 김서원 아이미술(광주광역시) -

21 저198 입선 김서은 풍남초등학교 2학년

22 저230 입선 김세빈 우림초등학교 3학년 4반

23 저134 입선 김소연 전주 중산초등학교 1학년 4반

24 저299 입선 김송현 삼천남초등학교 1학년 1반

25 저592 입선 김송희 광주 큰별초등학교 3학년 4반

26 저102 입선 김수환 광주 광천초등학교 1학년

27 저1 입선 김시우 영등초등학교 3학년 2반

28 고29 입선 김시율 이리백제초등학교 4학년 2반

29 저537 입선 김예담 이리모현초등학교 3학년 5반

30 고92 입선 김우주 삼천남초등학교 4학년 1반

31 고88 입선 김유은 삼천남초등학교 4학년 1반

32 저400 입선 김윤아 광양제철남초등학교 1학년 1반

33 저397 입선 김주영 광양제철남초등학교 1학년 1반

34 저468 입선 김주하 풍기초등학교 2학년 8반

35 저427 입선 김지윤 지곡초등학교 1학년 8반

36 저12 입선 김지현 마한초등학교 2학년 3반

37 저135 입선 김찬혁 전주 중산초등학교 1학년 4반

38 저16 입선 김총명 용진초등학교 3학년 1반

* 입선(144명)



39 저435 입선 김태민 지곡초등학교 3학년 1반

40 저260 입선 김태유 삼천남초등학교 2학년 3반

41 저175 입선 김하영 전주 서천초등학교 1학년 2반

42 고211 입선 김하윤 서울 화랑초등학교 4학년 4반

43 저586 입선 김하율 삼천초등학교 3학년 2반

44 저501 입선 남윤비 동막초등학교 2학년 4반

45 저80 입선 두승익 아이미술(광주광역시) -

46 고209 입선 문서영 전주 서곡초등학교 4학년 5반

47 저53 입선 문예슬 이리백제초등학교 2학년 2반

48 저96 입선 박가윤 아이미술(광주광역시) -

49 저371 입선 박서유 한들초등학교 2학년 5반

50 저282 입선 박소은 삼천남초등학교 1학년 2반

51 저292 입선 박송현 삼천남초등학교 3학년 2반

52 저75 입선 박시우 이리백제초등학교 3학년 3반

53 저48 입선 박예린 이리백제초등학교 2학년 4반

54 저254 입선 박은홍 삼천남초등학교 1학년 2반

55 저9 입선 박재민 영등초등학교 1학년 3반

56 저457 입선 박재영 인천청라초등학교 3학년 4반

57 저401 입선 박종우 광양제철남초등학교 3학년 2반

58 저351 입선 배서진 인후초등학교 2학년 5반

59 저195 입선 배유진 인봉초등학교 2학년 3반

60 고230 입선 배창민 대구 공산초등학교  
61 저14 입선 서예슬 부천초등학교 2학년 1반

62 고184 입선 성시우 풍기초등학교 4학년 5반

63 저463 입선 성윤후 풍기초등학교 2학년 2반

64 저430 입선 송현준 지곡초등학교 2학년 5반

65 고162 입선 신영선 군산소룡초등학교 5학년 4반

66 고234 입선 신하람 이리송학초등학교 5학년 1반

67 고226 입선 안효주 대구 봉무초등학교 5학년 
늘품반

68 저103 입선 양누리 광주 광천초등학교 1학년

69 고155 입선 양인호 전주교대부설초등학교 4학년 2반

70 저73 입선 양현준 이리백제초등학교 1학년 2반

71 저374 입선 엄규난 한들초등학교 3학년 4반

72 저380 입선 오예린 한들초등학교 1학년 2반

73 저127 입선 오혜은 전주 중산초등학교 1학년 3반

74 저259 입선 원하라 삼천남초등학교 3학년 3반

75 저425 입선 유가은 지곡초등학교 1학년 2반

76 저276 입선 윤다영 삼천남초등학교 3학년 3반

77 저377 입선 이다빈 한들초등학교 3학년 5반



78 저384 입선 이도은 신성초등학교 3학년 2반

79 저169 입선 이상윤 전주 서천초등학교 1학년 1반

80 저311 입선 이설 수원영통초등학교 1학년 3반

81 고116 입선 이수민 전북초등학교 5학년 1반

82 저385 입선 이시윤 신성초등학교 2학년 3반

83 고207 입선 이언지 성남 미금초등학교 4학년 2반

84 저378 입선 이윤규 한들초등학교 3학년 1반

85 저237 입선 이윤진 오송초등학교 3학년 9반

86 저429 입선 이은호 지곡초등학교 2학년 3반

87 저459 입선 이지은 인천청라초등학교 3학년 6반

88 고185 입선 이지현 풍기초등학교 4학년 2반

89 저522 입선 이태인 대구 봉무초등학교 2학년 
새암반

90 고206 입선 이하늘 전주만수초등학교 6학년 4반

91 저507 입선 이해리 분당 홍익 아이미술 -

92 고191 입선 이홍기 남양주판곡초등학교 5학년 1반

93 저432 입선 이효진 지곡초등학교 2학년 4반

94 저184 입선 임창의 전주 서천초등학교 2학년 2반

95 저137 입선 임하송 전주 중산초등학교 1학년 4반

96 고178 입선 장서진 괴정초등학교 5학년 1반

97 저480 입선 전재희 남양주판곡초등학교 1학년 2반

98 저388 입선 전지욱 지곡초등학교 2학년 3반

99 저288 입선 정동하 삼천남초등학교 1학년 2반

100 저241 입선 정세연 오송초등학교 2학년 1반

101 고182 입선 정세효 풍기초등학교 4학년 8반

102 고138 입선 정유민 한들초등학교 4학년 3반

103 저539 입선 정이솔 이리송학초등학교 2학년 2반

104 저166 입선 정지훈 전주 중산초등학교 3학년 4반

105 저611 입선 정현호 광주 은빛초등학교 1학년 6반

106 저50 입선 조민서 이리백제초등학교 2학년 1반

107 저99 입선 조아영 아이미술(광주광역시) -

108 저481 입선 조윤지 남양주판곡초등학교 1학년 4반

109 저467 입선 조하람 풍기초등학교 3학년 2반

110 고152 입선 조현주 미장초등학교 4학년 8반

111 고203 입선 조혜빈 인천 연화초등학교 6학년 5반

112 저434 입선 조혜원 지곡초등학교 3학년 4반

113 저453 입선 주예솔 여월초등학교 3학년 2반

114 저60 입선 진우정 이리백제초등학교 1학년 2반

115 저177 입선 차나경 전주 서천초등학교 1학년 2반

116 저512 입선 차예원 용황초등학교 1학년 2반



117 저13 입선 채지후 영등초등학교 2학년 4반

118 저460 입선 천효주 김포신풍초등학교 3학년 5반

119 저67 입선 최다혜 이리백제초등학교 3학년 1반

120 저7 입선 최민준 익산초등학교 3학년 3반

121 저40 입선 최수빈 이리백제초등학교 2학년 4반

122 고199 입선 최수진 정읍 칠보초등학교 6학년 1반

123 고171 입선 최승욱 전주문학초등학교 5학년 2반

124 저504 입선 최안나 완주 이성초등학교 3학년 1반

125 저439 입선 최우주 군산소룡초등학교 1학년 3반

126 저297 입선 최유찬 삼천남초등학교 1학년 3반

127 고5 입선 최윤서 모현초등학교 5학년 2반

128 저3 입선 최윤진 모현초등학교 3학년 2반

129 저580 입선 최은혜 삼천초등학교 2학년 3반

130 저78 입선 최주희 이리백제초등학교 2학년 3반

131 저514 입선 최지아 유림초등학교 3학년 8반

132 저29 입선 최현우 익산초등학교 2학년 1반

133 저110 입선 최현우 광주 광천초등학교 2학년

134 저440 입선 한동규 군산소룡초등학교 3학년 2반

135 저515 입선 한소정 유림초등학교 2학년 5반

136 고192 입선 한시현 남양주구룡초등학교 4학년 8반

137 저627 입선 한정원 전주 화정초등학교 1학년 11반

138 저395 입선 한희찬 광양제철초등학교 3학년 2반

139 고13 입선 허가인 익산초등학교 4학년 2반

140 저4 입선 허도연 남창초등학교 3학년 1반

141 저345 입선 허솔지 인후초등학교 2학년 3반

142 저8 입선 허재희 남창초등학교 1학년 1반

143 저462 입선 황은채 풍기초등학교 3학년 4반

144 저549 입선 황재윤 삼천초등학교 1학년 1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