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상 명 학 교 명 학   년 성   명
1 대  상 왜관초등학교 6학년 한수빈

2
금  상

옥계동부초등학교 5학년 박시은

3 서울하늘초등학교 4학년 오서윤

4
은  상

옥계동부초등학교 3학년 김시연

5 구미왕산초등학교 4학년 박한솔

6 옥계동부초등학교 2학년 박시우

7

동  상

상주성동초등학교 2학년 김예서

8 구미원호초등학교 2학년 이서현

9 대구관문초등학교 1학년 최규범

10 상주성동초등학교 1학년 강민주

11 옥계동부초등학교 6학년 조현근

12

특  선

구미금오초등학교 4학년 이수빈

13 상주성동초등학교 4학년 송효주

14 이안초등학교 4학년 공아인

15 상주성동초등학교 3학년 최성영

16 상주성동초등학교 3학년 김예나

17 상영초등학교 5학년 김태혁

18 대구관문초등학교 1학년 허지나

19 대구관문초등학교 1학년 이태현

20 옥계동부초등학교 2학년 남현수

21 중동초등학교 1학년 박시현

22 상주성동초등학교 2학년 강민정

23 옥계동부초등학교 4학년 조희진

24 상주중앙초등학교 1학년 안서윤

25 영주서부초등학교 3학년 김고은

26 상영초등학교 1학년 박건아

[초등부]



27

입  선

구미금오초등학교 3학년 소은호

28 구미금오초등학교 4학년 최나린

29 구미금오초등학교 3학년 임소율

30 형곡초등학교 1학년 최수아

31 경산장산초등학교 4학년 한제민

32 구미금오초등학교 3학년 박찬우

33 구미금오초등학교 3학년 신정연

34 상영초등학교 2학년 박유정

35 상주중앙초등학교 2학년 이준석

36 인평초등학교 1학년 김가연

37 영주중앙초등학교 5학년 조예랑

38 상주상산초등학교 5학년 백채원

39 낙민초등학교 1학년 강나율

40 위량초등학교 2학년 민서영

41 온양풍기초등학교 4학년 박은아

42 원호초등학교 2학년 박보미

43 대구팔달초등학교 1학년 박아영

44 상주상산초등학교 2학년 김윤모

45 대구본리초등학교 6학년 류지형

46 인의초등학교 1학년 이수호

47 상주상산초등학교 2학년 김보민

48 대구서재초등학교 3학년 이지민

49 상주성동초등학교 2학년 서지연

50 천생초등학교 2학년 이준영

51 화동초등학교 1학년 최은서



수 상 명 학 교 명 성   명
1 대  상 옥계나리유치원 남예서

2 금  상 한솔유치원 도하윤

3
은  상

숲속성광유치원 박연수

4 자연유치원 김시후

5

동  상

구미삼성어린이집 이채윤

6 자연유치원 김효빈

7 자연어린이집 신서빈

8 대구호산초병설유치원 이서연

9

입  선

원광유치원 이혜린

10 송정유치원 남건희

11 행복나무어린이집 소은재

12 한마음유치원 전보민

13 성체유치원 박수영

14 감꽃유치원 김다은

15 자연유치원 권태훈

16 감꽃유치원 전성재

17 한마음유치원 한수경

18 풍양어린이집 김도희

19 프랜즈유치원 최재범

20 대구숲속예은유치원 이정환

21 동평초병설유치원 남소윤

22 호서남초병설유치원 김나경

23 대구태림유치원 구지현

24 라임유치원 김서은

25 한마음유치원 안지원

26 대구상지유치원 조민아

27 선주유치원 윤서진

28 죽전자연유치원 이다겸

29 문화유치원 김지유

[유치부]



30 솔리유치원 김나연

31 구미고아초병설유치원 김서윤

32 대구화원유치원 남도경







 
[초등부] 대  상 - 한수빈



 
[초등부] 금  상 - 박시은



 
[초등부] 금  상 - 오서윤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자전거를 만들어 타고 싶어요

 
[유치부] 대  상 - 남예서



 
[유치부] 금  상 - 도하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