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내역 출품자명 나이 소속 학교 학년, 반 소속학원 지역

대상 정은찬 10 서울 신길초등학교 5학년 7반 서울 동작구

최우수상 김강률 7 솔빛유치원 7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최우수상 이시윤 8 도산초등학교 1학년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최우수상 주서현 10 한솔초등학교 4-라온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특별상 박시연 8 큰별초등학교 2-7 아르떼홍익미술학원 광주 광산

특별상 정지윤 10 서울안산초등학교 3학년 홍익아트 서대문 서울 서대문구

특별상 천도영 10 경운초등학교 3학년 1반 대구 서구

금상 박지아 7 광사초 1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금상 손민지 11 안서초등학교 4-2 다빈치 충남 천안

금상 이재윤 11 가람초등학교5-2 경기 남양주시

금상 이주원 9 숭의초등학교 2학년 1반 서울 용산구

금상 정연우 6 명일유치원 서울 강동구

금상 정한나 9 서현초등학교 3학년2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금상 최화평 12 서울수색초등학교 6, 1 너구리 서울 마포구

은상 김민제 7 성신초등학교 1-2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은상 김보민 12 채드윅 국제학교 6학년 푸르지오 교습소 서울 송파구

은상 김아연 9 광주건국초등학교 4학년 3반 광주 북구

은상 김유빈 7 정덕 초등학교 1학년 5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은상 김윤하 10 세륜초등학교 3학년3반 서울 송파구

은상 김정현 8 안말 2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은상 김태균 9 방림초등학교 3학년3반 광주 남구

은상 김하은 7 왕방초등학교 1학년 2반 경기 포천시

은상 남규리 5 샛별유치원, 하늘반 경기 용인 기흥구

은상 문모아 12 서울양진초등학교 6학년 6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은상 박건우 8 인천예송초등학교 2학년3반 인천 연수구

은상 박규리 8 서현초등학교 2학년2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은상 박규빈 6 폴리어학원 폴리어학원 6세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은상 박봄희 7 성남중앙초등학교 2학년4반 경기 성남

은상 박준서 8 대도초 1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은상 성하연 8 다문초등학교 2학년 2반 경기 양평

은상 송태희 11 남곡초등학교 제2 켐퍼스 5학년 1반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은상 안예준 8 세종초등학교 1학년 사랑반 서울 강동구

은상 안채은 8 신정초등학교 1학년7반 서울 강서구

은상 오채린 10 연은초등학교 4학년 5반 서울 은평구

은상 유예준 5 미취학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은상 윤승우 12 살레시오초등학교 6학년 강반 광주 남구

은상 이동건 12 울산함월초등학교 6학년1반 울산 중구

은상 이설아 8 용인대청초등학교 3학년4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은상 이소민 10 서울 한남초등학교 4학년1반 서울 용산구

은상 이지유 11 서울면동초등학교 5학년 2반 경기 구리시

은상 임예성 10 서울오금초등학교 4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은상 임예슬 8 서울오금초등학교 2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은상 정승현 7 남산숲어린이집 소나무반 서울 중구

은상 정하늘 6 신조형아트빌 미술학원 대구 수성

은상 조규원 11 서울오금초등학교 5학년 3반 마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은상 조영경 12 남호초등학교 6학년  1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은상 조현서 10 고양화정초등학교 4학년 8반 경기 고양

은상 조혜완 5 유치부 6세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은상 최서홍 9 이매초 3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은상 허서은 10 연은초등학교4학년3반 서울 은평구

은상 황도윤 9 신용산초등학교 3학년5반 서울 용산구

동상 강다영 11 St.James Episcopal School 5 아트풀 서울 강남구

동상 강도욱 8 압구정 초등학교 3-1 서울 용산구

동상 강민서 8 학동초등학교 1,6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동상 강서아 7 안말 1학년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강수린 8 당정 초등학교 2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동상 강애린 7 지축초등학교 1학년 4반 경기 고양

동상 강예린 11 당촌 초등학교 5학년 2반 경기 성남 분당

동상 강유준 7 학동초등학교 2학년 6반 경기 화성시

동상 강이안 10 인천영종초등학교 4학년 6반 인천 중구

동상 강지유 9 당정 초등학교 3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동상 강지윤 8 태성초등학교 1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동상 강태율 9 신평초 4학년3반 경기 하남

동상 강현빈 12 한마음초등학교 6-4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동상 고나흔 9 서울 우촌초등학교 3학년 3반 31번 서울 강남구

동상 고명경 9 한마음초등학교 3-2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동상 고민서 12 다산한강초 6.2반 13세 경기 남양주시

동상 고세영 9 서울한강초등학교 3학년 2반 서울 용산구

동상 고승연 11 서울오금초등학교 5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동상 고예서 11 다산한강초 4.2반 경기 남양주시

동상 고유진 10 다산한강초등학교 3학년 9반 경기 남양주시

동상 고은설 6 가좌제일어린이집 7반 너구리 서울 마포구

동상 고은솔 5 영천유치원 열매반 경기 화성시

동상 고은찬 8 서울연가초등학교 2, 7 너구리 서울 마포구

동상 고태현 6 유정유치원 장미반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동상 고희주 8 솔빛초등학교 2학년 5반 경기 화성시

동상 곽민찬 9 한양초등학교 3학년1반 서울 성동구

동상 곽형 12 천안불당초등학교 6학년5반 천안 모두다른고양이 미술학원 충남 천안

동상 구민석 10 대현초등학교 3학년 1반 경기 용인 수지

동상 권대현 8 여의도초등학교 2학년 1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동상 권민준 11 인동초등학교 4학년 3반 인동지역아동센터 경북 구미

동상 권우진 11 교대부속초등학교 5학ㄴㆍㄴ 아뜰리에 서울 서초구

동상 권지율 5 강신초등학교 5학년 1반 서울 양천구

동상 권태후 9 석우초등학교 2,1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동상 권하윤 8 사월초등학교 1학년 1반 대구 수성

동상 권하율 10 서울 보라매 초등학교 3학년 1반 서울 동작구

동상 권하율 8 동백초등학교 1학년 4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권현서 6 천호어린이집 6세 꿈고래미술교습소 서울 강동구

동상 금효정 10 양성초등학교 4학년 4반 부산 진구

동상 기나원 9 통일초등학교 3학년 그리미네미술교실 경기도 파주시

동상 기하은 10 안말 4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기현서 11 통일초등학교 5학년 그리미네미술교실 경기도 파주시

동상 김가원 7 서울연은초등학교,2학년3반 서울 은평구

동상 김가원 12 남호초등학교 6학년 3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김가윤 12 남호초등학교 6학년 2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김가윤 12 은빛초등학교 5학년 5반 광주 광산

동상 김가율 8 목운초 1-6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동상 김건 12 원명초등학교 6학년 아뜰리에 서울 서초구

동상 김경연 10 정관초등학교 5학년 7반 부산 기장

동상 김규나 9 인동초등학교 2학년1반 인동지역아동센터 경북 구미

동상 김규리 11 원명초 5학년1반 서울 서초구

동상 김규린 13 서울종암초등학교 서울 동대문구

동상 김규현 5 한별어린이집 태양반 경기도 수원

동상 김나영 12 안말 6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김나현 12 오현 초등학교 6학년 2반 경기도 수원

동상 김나현 8 대구비슬초등학교 2학년2반 별에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동상 김나현 6 보물숲어린이집 경남 함안

동상 김도연 8 두룡초등학교1학년1반 경남 통영

동상 김도영 11 옥천초등학교 5학년 4반 부산 사하

동상 김도윤 9 서울오금초등학교 3학년 마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동상 김도윤 10 서현초등학교 4학년2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김도윤 10 통영제석초등학교 4학년 2반 경남 통영

동상 김도현 8 남호초등학교 2학년 5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김동윤 13 목운초등학교 6학년 7반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동상 김동현 10 여의도 초등학교 4학년 5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동상 김라희 8 서울 중원초등학교 2학년 4반 서울 노원구

동상 김라희 5 유치부 6세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김류건 7 탄벌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기 광주

동상 김리우 9 산들초등학교 2학년13반 디자인 그리고 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김리원 12 판교초등학교 6-6 모모미술교습소 경기 성남 분당

동상 김린하 12 인천청라 초등학교 6학년8반 인천그림나무 인천 서구

동상 김명환 10 두호초등학교 3학년 고고라뜰리에 감성미술 경북 포항

동상 김모민 10 영훈초등학교 4학년 아뜰리에 서울 서초구

동상 김미홍 12 조봉초등학교 6학년1반 광주 남구

동상 김민건 5 아이비유치원, 풀잎반 경기 안양

동상 김민국 7 안일초등학교, 1학년 4반 경기 안양

동상 김민서 8 오현 초등학교 2학년 4반 경기도 수원

동상 김민서 12 단관초등학교 6학년7반 강원 원주

동상 김민성 8 다산한강초1.11 경기 남양주시

동상 김민솔 7 서울영신초등학교 1학년 2반 서울 영등포구

동상 김민철 9 용인백현초.4학년6반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김민혜 13 영도초등학교 6-7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동상 김범준 5 서울구남초등학교 5학년 2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동상 김서연 12 김포 청수 초등학교 5학년 안녕미술교습소 경기 김포

동상 김서윤 8 서울연은초등학교 2학년 2반 서울 은평구

동상 김서윤 6 PSA 6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동상 김서윤 8 매탄초등학교 1학년 3반 경기도 수원

동상 김서윤 7 7세 오르세미술학원 경남 통영

동상 김서은 10 남호초등학교 4학년 1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김서인 8 옥길버들초등학교 2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김서준 9 길원초등학교 4 4학년 7반 똥꼬땅 생각을 달다. 서울,성북구

동상 김서진 11 서울세륜초등학교 5학년 마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동상 김서희 10 광정초등학교 4학년 2빈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동상 김선우 7 미취학 미취학 디자인 그리고 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김세아 8 충현초등학교 2학년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동상 김세아 9 현암초등학교 3-3 경기 용인 수지

동상 김세연 12 CSIS 국제학교 6학년 love반 예뜰아트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김세온 10 고양 화정 초등학교 4학년 2반 미그림 미술학원 경기 고양

동상 김세이 8 옥길버들초등학교 2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김소원 12 나눔초등 5학년 경기 의왕시

동상 김소윤 6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김소은 11 구남초등학교 5학년 3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동상 김소희 12 서현초등학교 6학년3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김수아 11 광사초 4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동상 김수아 8 하탑초 2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김수연 9 하탑초 3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김수현 7 옥길버들초등학교 1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김승하 12 만호초등학교 6학년5반 광주 남구

동상 김승현 10 여의도초등학교 4학년 7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동상 김시우 11 용인대덕초등학교 5학년2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동상 김시윤 7 프라임 유치원 7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동상 김시현 8 성신초등학교 2-3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동상 김아민 10 서울독립문초등학교 4, 4 너구리 서울 마포구

동상 김아음 8 오현 초등학교 1학년 4반 경기도 수원

동상 김아인 10 여의도초등학교 4학년 3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동상 김연우 11 옥포초등학교  4학년 1반 대전 대덕구

동상 김영경 8 월촌초 1-1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동상 김영우 10 인천청라 초등학교 4학년7반 인천그림나무 인천 서구

동상 김예담 9 영주동부초등학교  3학년 1반 경북 영주

동상 김예린 9 신조형아트빌 미술학원 / 대구 동성초등학교 3학년 6반 대구 수성

동상 김예원 8 서울중대초등학교2학년2반 서울 송파구

동상 김예원 9 서울시흥초등학교 3-3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동상 김예진 10 서울한양초등학교 4학년 2반 서울 강남구

동상 김예진 8 옥길버들초등학교 1학년8반 디자인 그리고 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김예진 11 삼양초등학교 5학년1반 민숙현미술과외 제주시

동상 김용호 6 인천그림나무 없음 인천그림나무 인천 서구

동상 김유하 9 서울금동초등학교 4-1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동상 김윤민 8 용남초등학교 2학년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동상 김윤슬 11 서울오륜초등학교 5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동상 김윤아 11 한솔초등학교 5학년 1반 경기 성남 분당

동상 김윤아 5 이화유치원 가우디반 젤리아트 미술 울산 남구

동상 김윤중 8 대도초 1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동상 김은아 11 서울시흥초등학교 6-5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동상 김은유 11 여의도초등학교 5학년 4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동상 김은준 5 . 요미요미광주풍암 광주 서구

동상 김의향 8 인천검암초등학교 2학년 3반 인천 서구

동상 김인향 10 인천검암초등학교 4학년 1반 인천 서구

동상 김재아 7 신용산초등학교 2학년 7반 Art Lab 서울 용산구

동상 김재이 7 서울언북초등학교 1학년 6반 4번 서울 강남구

동상 김재헌 7 서울 노량진초등학교 1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동상 김재헌 9 옥길버들초등학교 3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김재현 11 금오초등학교 6-2 경북 구미

동상 김주은 11 현촌초등학교 5학년2반 경기 평택시

동상 김준서 10 방산초등학교 4학년 4반 서울 송파구

동상 김준엽 12 서울교대부초 6학년 2반 서울 서초구

동상 김준영 8 청곡초등학교 2학년 예솔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김준휘 12 고실초등학교6학년4반 광주 광산

동상 김지섭 7 하늘꿈 유치원 7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동상 김지수 9 금산초등학교 2학년 4반 경남 진주

동상 김지아 5 아이숲유치원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동상 김지우 9 송원초등학교 3학년 2반 광주 남구

동상 김지원 8 여의도초등학교 2학년 1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동상 김지유 11 옥길버들초등학교 5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김지유 7 목포연산초등학교 1학년 2반 전남 목포

동상 김지율 7 러닝트리유치원 Cypress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동상 김지형 8 벌말초등학교 2학년 3반 박나은 미술 경기 화성시

동상 김지후 8 안서초등학교 1-1 다빈치 충남 천안

동상 김진영 7 대전버드내초등학교 1학년2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동상 김진호 9 을지초등학교 3 3-1 아트피쉬 서울 노원구

동상 김채원 12 봉은초등학교 6학년 코끼리를삼킨보아뱀 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동상 김채윤 11 서울성동초등학교 5학년 4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동상 김태겸 10 안말 4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 경기 성남 분당

동상 김태령 12 선린초등학교 6학년 4반 서울 강동구

동상 김태양 5 미취학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동상 김태연 9 한마음초등학교 3-3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동상 김태연 5 남호초등학교 3학년 3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김태우 8 서울보라매초등학교 1학년 2반 서울 동작구

동상 김태은 5 에덴유치원 서울 성동구

동상 김태현 10 남호초등학교 4학년 4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김하랑 12 지도초등학교 6-6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동상 김하리 8 남곡초등학교 2학년 3반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김하현 11 유가초등학교 4학년 1반 호기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동상 김한결 10 신기초등학교 4학년1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동상 김한결 10 서울금동초등학교 4-4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동상 김한길 10 서울오금초등학교 4학년2반 마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동상 김한울 9 신서초등학교 2학년8반 애플미술 서울 양천구

동상 김해리 12 서초초등학교 6학년 아뜰리에 서울 서초구

동상 김해온 8 김포 청수초등학교 2학년 안녕미술교습소 경기 김포

동상 김현규 8 도산초등학교 1학년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동상 김현우 10 호곡초등학교 4학년 1반 꼬므작업실 경기 고양

동상 김호윤 11 미르초등학교 5-빛솔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동상 김효리 12 연은초등학교 6학년 3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동상 김효우 10 신용산 초등학교 3학년 서울 용산구

동상 나류빈 11 화봉초등학교 4학년3반 도예와 미술이야기 미술학원 경기 남양주시

동상 나윤성 8 새여울초등학교 1학년 5반 대전 대덕구

동상 나지후 8 광주광역시 불로초등학교 2학년3반 광주 남구

동상 나하원 11 죽림초등학교 4학년 1반 경남 통영

동상 남가영 9 서울양천초등학교 3학년 2반 서울 강서구

동상 남경민 10 BranksomeHall Asia, Grade3 제주 서귀포

동상 남규민 11 신기초등학교 5학년3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동상 남은후 10 남호초등학교 4학년 6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노수하 12 오현 초등학교 6학년 3반 경기도 수원

동상 노시원 8 오현 초등학교 2학년 2반 경기도 수원

동상 노예원 11 가온초등학교 4학년 8반 경기도 파주시

동상 노주원 7 유치원 유치부 꼬마피카소미술교습소 충북 청주

동상 도승현 7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동상 도예영 8 원촌초등학교 2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동상 류동명 11 서울보라매 초등학교 5학년2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동상 류승현 8 양천초등학교 2학년 1반 서울 강서구

동상 류예린 8 안양신기초등학교2학년3반 경기 안양

동상 류예지 12 현촌초등학교 6학년4반 경기 평택시

동상 류호영 12 동작초등학교 6학년 3반 서울 동작구

동상 명지호 8 심남성초등학교 2학년4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동상 문상준 11 소화초등학교 5학년2반 안다미술 경기도 수원

동상 문서후 9 옥암초등학교 1학년5반 목포영렘브란트미술교육원 전남 목포

동상 문정빈 12 오현 초등학교 6학년 2반 경기도 수원

동상 문정인 11 잠동초등학교,4학년3반 서울 송파구

동상 문하윤 9 가운초등학교3학년4반 경기 남양주시

동상 민선아 12 목운초 5-2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동상 민솔이 8 대도초등학교 2학년1반 코끼리를삼킨보아뱀 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동상 민지예 6 좋은  나무  어린이집 금빛  잎새반 수 미술  교습소 경남 진주

동상 민지원 11 여의도초등학교 6학년 1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동상 민채홍 8 서울가재울초등학교 2, 보담반 너구리 서울 마포구

동상 박경률 12 풍양초등학교 6학년2반 그린꿈미술교습소 경기 남양주시

동상 박규도 7 중원초등학교 2학년 2학년 미술로 생각하기 중계센터 서울 노원구

동상 박규연 8 교대부속초등학교  5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동상 박나린 6 구미폴리유치원 타이거반 경북 구미

동상 박다은 12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6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동상 박다인 8 이매초 2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박대영 7 비슬유치원 나무2반 호기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동상 박도윤 8 꿈고래미술교습소 서울 강동구

동상 박도후 6 상탄초병설유치원 한마음 꼬므작업실 경기 고양

동상 박민서 8 대하초등학교 2학년 3반 경기 성남

동상 박민정 8 태성초등학교 1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동상 박민준 10 대전신평초등학교 3학년 1반 대전 중구

동상 박봄 10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4학년 경기 남양주시

동상 박서연 7 남호초등학교 1학년 5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박서윤 12 경인초 5-7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동상 박선주 12 대전원평초등학교 6학년3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동상 박성빈 10 양진초등학교 3학년 6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동상 박소윤 10 대림초등학교 4학년4반 서울 동작구

동상 박소은 10 광주광명초등학교 4학년 2반 경기 광주



동상 박소은 5 이야스콜라 인천 연수구

동상 박소정 12 서울오금초등학교 6학년 마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동상 박수진 12 신기초등학교 6학년2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동상 박승우 8 천동초등학교 1학년 꿈고래미술교습소 서울 강동구

동상 박아인 11 한아람초등학교 4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동상 박연서 12 삼가초 6학년 4반 동백C&C 미술교육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박연재 8 한마음초등학교 2-2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동상 박예나 9 서현초등학교 3학년3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박유나 9 옥길버들초등학교 3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박윤하 8 서울거여초등학교 1학년 6반 서울 송파구

동상 박은빈 12 대구사월초등학교 6학년 6반 대구 중구

동상 박이든 8 광주  학운초등학교 2학년 4반 광주 동구

동상 박재이 11 봉은초등학교 5학년 3반 코끼리를삼킨보아뱀 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동상 박재형 12 서울오금초등학교 6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동상 박정원 13 목운초등학교 6학년 8반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동상 박정현 8 부흥초등학교, 2학년 1반 부산 해운대

동상 박주연 9 인천청라 초등학교 3학년3 인천그림나무 인천 서구

동상 박주은 7 숭의초등학교, 1학년 1반 서울 중구

동상 박주하 8 인천송명초등학교 2학년 7반 인천 연수구

동상 박준영 9 은석초등학교 3학년 2반 서울 성동구

동상 박준영 7 주양초등학교 1-2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동상 박준우 10 대현초등학교 3학년2반 경기 용인 수지

동상 박준형 12 인지초등학교 6학년 7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동상 박지석 10 대전버드내초등학교 4학년7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동상 박지우 8 오현 초등학교 2학년 1반 경기도 수원

동상 박지인 11 삼릉초등학교 5학년 코끼리를삼킨보아뱀 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동상 박지호 6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박지후 11 화홍초등학교 5학년 2반 경기도 수원

동상 박지훈 6 어린이집 7세반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동상 박진하 11 서울오금초등학교 5학년 3반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동상 박채령 8 김포서초등학교 2학년 2반 경기 김포

동상 박하민 7 도레미유치원 경북 포항

동상 박하온 5 황성영재어린이집 꽃잎반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동상 박하윤 12 청주 증안초등학교 6학년 3반 충북 청주

동상 박하율 5 구립래미안솔베뉴어린이집 햇살반 서울 강동구

동상 박현서 9 연은초등학교 3학년4반 서울 은평구

동상 박현우 9 대전하기초등학교 3학년 1반 대전 유성구

동상 박형민 9 천동초등학교 2학년 꿈고래미술교습소 서울 강동구

동상 박혜담 8 대도초 1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동상 박희원 7 해운대초등학교 1학년2반 부산 해운대

동상 방시윤 9 동북초 3학년 1반 서울 도봉구

동상 배소율 10 광주송원초등학교 3학년 3반 광주 서구

동상 배은휼 7 조봉초등학교 1학년1반 아트모마 광주 남구

동상 배지윤 10 성남 여수초등학교 4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동상 배하윤 7 서산 서남초 1학년 5반 충남 서산

동상 배하은 9 연은초등학교 3학년 2반 서울 은평구

동상 백아이린 12 경인초 5-6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동상 서수현 10 대구유가초등학교 4학년8반 별에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동상 서신예 12 대구유가초등학교 6학년6반 별에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동상 서연우 12 서울봉현초등학교 6학년1반 서울 관악구

동상 서연우 11 산본초등 4학년1반 은희미술샘 경기도 수원

동상 서윤진 11 가사초등학교 5학년 1반 경기 평택시

동상 서재혁 10 영덕초 4학년 2반 경기도 수원

동상 서주영 6 홍하유치원 별빛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서주은 11 광사초 5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동상 서채원 9 의순초등학교 3학년 2반 경기 의정부시

동상 서하윤 6 망포초등학교1학년2반 경기도 수원

동상 서형서 11 한마음초등학교 5-5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동상 설아현 9 영광중앙초등학교 3학년 2반 전남 영광

동상 성유림 8 오현 초등학교 2학년 1반 경기도 수원

동상 성유정 7 양산 성산초등학교 1학년 4반 경남 양산

동상 성윤지 11 바스키즈미술학원 5학년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동상 성호연 10 다문초등학교 5학년 3반 경기 양평

동상 소병찬 10 안말 4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소소희 8 방촌초등학교 1학년 3반 대구 동구

동상 소예린 10 판교초등학교 4-2 모모미술교습소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소예은 11 안말 5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소우연 7 서울 강남초등학교 1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동상 손다윤 7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동상 손서윤 8 FITTP 미술학원 신길초등학교 3학년 6반 서울 동작구

동상 손선빈 5 라이즈영어유치원(EAGLE) 유치원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동상 손주연 8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동상 손지효 8 광사초 2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동상 송서정 9 김해대청초 3학년 1반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동상 송예슬 10 송운초등학교, 4학년1반 부산 해운대

동상 송은채 8 성남 여수초등학교 2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동상 송재윤 10 한결초등학교 4학년 나래반 그림하임 충남 세종시

동상 송재창 9 남양초등학교 3학년 3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동상 송지유 12 중앙초등학교 6학년 7반 예인미술학원 강원 강릉시

동상 송현 7 삼성유치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송희원 9 서현초등학교 3힉년1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신민지 11 동해중앙초등학교 5학년 1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신비 10 미죽초등학교 4학년1반 그림in세상 충남 천안

동상 신서준 6 서산 베베궁 블라우반 충남 서산

동상 신설아 7 유치원 유치부 꼬마피카소미술교습소 충북 청주

동상 신수지 9 동해중앙초등학교 3학년 2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신아림 7 광사초 1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동상 신예린 12 잠동초등학교5학년5반 서울 송파구

동상 신예원 8 학동초등학교 1학년 2반 서울 강남구

동상 신윤우 7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동상 신재현 9 무거초등학교 4학년 5반 울산 울주

동상 신종빈 10 명지초등학교 3학년 홍익아트 서대문 서울 서대문구

동상 신주호 10 KIS(한국국제학교)제주 , 4학년 제주 서귀포

동상 신지완 9 금곡초등학교 3학년 6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동상 신지우 10 신기초등학교 4학년2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동상 신채원 7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동상 신하율 7 동자초등학교 1학년 9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동상 신해진 8 보라매초등학교 2힉년3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동상 신혜성 10 연은초등학교 5학년 1반 서울 은평구

동상 신효원 5 루벤스 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동상 심로아 7 세검정초등학교 1학년6반 서울 종로구

동상 심현우 8 서울 양명초등학교 1학년 1반 서울 양천구

동상 안선민 12 서정초등학교 6학년 4반 애플미술 서울 양천구

동상 안성우 10 서울 염동초등학교 4학년4반 서울 강서구

동상 안수민 5 없음 경기 김포

동상 안승혁 10 광주월봉초등학교 4학년7반 광주 광산

동상 안시현 8 매송초 2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안여울 6 화봉유치원 높은하늘반 울산 북구

동상 안윤지 12 서정초등학교 6학년3반 애플미술 서울 양천구

동상 양서연 10 서울대도초 4학년 8반 서울 강남구

동상 양서율 8 동백초등학교 1학년9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양서현 10 하길초등학교 3학년 4반 경기 화성시

동상 양예준 10 서울 강서초등학교 3학년 4반 서울 양천구

동상 양유연 12 미르초등학교 6-빛솔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동상 양은수 8 행현초등학교 3학년 3반 서울 성동구

동상 양인서 10 새여울초 4학년 젊은평 대전 대덕구

동상 양정빈 9 오현 초등학교 3학년 1반 경기도 수원

동상 양준우 8 광사초 2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동상 양효정 10 한성화교소학교 4학년 효반 경기 화성시

동상 양희주 9 서울오금초등학교 3학년 마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동상 어지원 5 산새소리유치원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동상 엄예은 6 바스키즈미술학원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동상 연가연 7 광사초 1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동상 오민규 10 제주해안초등학교 4학년 1반 제주시

동상 오서연 12 중앙초등학교 6학년 1반 예인미술학원 강원 강릉시

동상 오연서 5 한우리미술학원 경남 창원

동상 오주은 11 서울 원명초등학교 5학년 1반 서울 서초구

동상 오하연 11 초당초 5학년 7반 동백C&C 미술교육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오현서 8 신기초등학교 2학년3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동상 온예린 12 신기초등학교 6학년3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동상 왕시영 8 중산초등학교 2-3 조정윤미술 울산 북구

동상 우동혁 5 계명 유치원 대구 중구

동상 우시율 12 서울오륜초등학교 6학년 4반 서울 송파구

동상 우지원 7 미르초등학교 1-나래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동상 우지율 12 서울오륜초등학교 6학년3반 서울 송파구

동상 우채현 7 남양초등학교 2학년 3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동상 원재하 7 광남초등학교 1학년 7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동상 유가현 10 동백초등학교 3학년5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유다정 11 남호초등학교 5학년 3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유민주 12 구곡초등학교 6학년 1반 강원 원주

동상 유서현 9 여의도초등학교 3학년 7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동상 유수빈 11 광정초등학교 5학년 2반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동상 유시호 11 소화초등학교 4학년 1반 경기 용인 수지

동상 유아린 11 덕현초 5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동상 유영찬 10 인동초등학교 3학년3반 인동지역아동센터 경북 구미

동상 유지수 11 일산은행초등학교, 4학년, 2반 경기 고양

동상 유지수 10 분당초등학교 4학년6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유지오 5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유지호 12 대구동인초 6학년2반 대구 수성

동상 유채은 10 어울초등학교4학년3반 경기 안성시

동상 유태린 10 판교초등학교 4-2 모모미술교습소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유태선 11 서울 보라매 초등학교 5학년 5반 서울 동작구

동상 유하리 7 인천신정초등학교 1학년 칸딘스키미술 인천 남동구

동상 윤강민 5 그아이창작소 서울 강동구

동상 윤동하 7 파장유치원 파장유치원 소호미술센터 경기도 수원

동상 윤서준 9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동상 윤소윤 9 서울신학초등학교 3학년 2반 서울 도봉구

동상 윤시연 6 베스트키즈 머큐리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윤여리 10 명덕초등학교 4 그 아이 창작소 서울 강동구

동상 윤예상 8 다산한강초 1.5반 경기 남양주시

동상 윤이준 7 용인대덕초등학교 1학년2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동상 윤이현 11 임계초등학교5학년1반 강원 정선

동상 윤재인 8 남곡초등학교 2학년 5반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윤준규 10 여의도 초등학교 4학년 6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동상 윤지안 6 FITTP 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동상 윤지영 12 안말초 6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윤지우 10 경복초등학교 4학년 2반 서울 강남구

동상 윤지우 10 솔안초등학교, 4학년 1반 경기 부천

동상 윤혜민 7 프라임 유치원 7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동상 윤희원 11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5학년 4반 빨간풍선미술창작소 서울 마포구

동상 은노윤 7 젬마유치원 은혜반 서울 동대문구

동상 이가경 12 송원초등학교 6학년1반 광주 남구

동상 이가원 7 유치원 우주반 양정화 미술 음악 학원 부산 사하

동상 이강민 12 신기초등학교 6학년2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동상 이기주 12 오현 초등학교 6학년 1반 경기도 수원

동상 이다율 11 남곡초등학교 제2캠퍼스 5학년 1반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이다임 5 자연숲속나라어립이집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동상 이다현 5 남선미유치원 5세반 젤리아트 미술 울산 남구

동상 이담 12 숭신초 6학년 홍선생미술  성동중구지사 서울 성동구

동상 이동건 8 서울 한남초등학교 3학년 2반 서울 용산구

동상 이동권 8 옥길버들초등학교 2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이라빈 8 은빛초등학교 2-4 아르떼홍익미술학원 광주 광산

동상 이라온 11 다산한강초 4.6반 경기 남양주시

동상 이라희 9 주양초등학교 3-2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동상 이상엽 9 안말 3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이서연 12 경복초등학교 6학년 1반 서울 송파구

동상 이서윤 8 청명초등학교,2학년,2반,8번 경기도 수원

동상 이서준 5 노원유아스포츠단 없음 미술로 생각하기 중계센터 서울 노원구

동상 이서준 7 늘푸른초등학교 1학년 5반 예뜰아트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이서준 7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동상 이서진 12 김해구지초등학교 6학년 3반 경남 김해

동상 이서환 10 청명초등학교 4학년 1반 24번 경기도 수원

동상 이서희 7 구남초등학교 1학년 4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동상 이석진 7 샛별유치원 샛별반 행복미술 서울 동작구

동상 이세린 12 진보초등학교 6학년 1반 하늘스케치 미술학원 경북 청송

동상 이세린 8 솔빛초등학교 2학년 8반 충남 세종시

동상 이세영 12 월랑 초등학교 6학년6반 천안 모두다른고양이 미술학원 충남 천안

동상 이소영 12 부천여월초등학교 6학년 3반 경기 부천

동상 이소율 7 하늘꿈 유치원 7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동상 이수민 12 영도초 5-7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동상 이수아 5 폴리어학원,래빗반 경북 구미

동상 이수조 5 은성유치원 6세반 꿈을그리다 경북 구미

동상 이수현 9 용남초등학교(계룡시) 2학년 2반 충남 계룡

동상 이슬아 10 언북초등학교 4학년 코끼리를삼킨보아뱀 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동상 이승렬 11 하탑초 5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이승민 12 안골포초등학교 6학년 5반 경남 창원

동상 이승빈 12 장복초등학교 6학년5반 경남 김해

동상 이승아 9 경기초등학교 2학년 장미반 서울 마포구

동상 이승우 6 PSA 6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동상 이승찬 7 명덕초등학교 1학년 서울 강동구

동상 이승후 9 노변초등학교 3학년 2반 참예쁘다미술 대구 수성

동상 이시윤 5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경기 남양주시

동상 이시헌 10 신상도 4학년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동상 이시현 9 압구정 초등학교 2학년 6반 서울 강남구

동상 이신후 7 아트앤PSL 인천 계양구

동상 이여은 10 성남 여수초등학교 4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동상 이예담 10 다산한강초등학교 3학년 5반 경기 남양주시

동상 이예련 10 포천초등학교 4학년 현대필아트미술학원 경기 포천시

동상 이예지 8 죽림초등학교 1학년 3반 경남 통영

동상 이우빈 11 수원 정자초등학교 5학년 5반 경기도 수원

동상 이원화 11 남곡초등학교 제2 켐퍼스 5학년 1반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이유건 10 서울봉현초등학교 4학년3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동상 이유나 11 산본초등학교 5학년 3반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동상 이유림 5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이유림 13 인천 영선초등학교 6학년 6반 인천 부평구

동상 이유주 8 산내 초등학교 2학년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동상 이유진 7 한마음초등학교 1-5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동상 이유진 8 학동초 1,3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동상 이윤재 6 참사랑유치원 분홍반 부산 사하

동상 이은서 12 서원주초등학교 6학년 1반 강원 원주

동상 이은초 12 목은초 5-2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동상 이의찬 9 달산초등학교 4학년 5반 대구 북구

동상 이재윤 11 판교초등학교 5-4 모모미술교습소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이재인 8 능동초등학교 3학년 1반 박나은 미술 경기 화성시

동상 이재희 5 대구 자연누리유치원 열매2반 대구 수성

동상 이정민 11 태성초등학교 4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동상 이정준 10 신기초등학교 4학년2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동상 이종수 9 서울대학교 부설사범대학 부설초 4 4학년,3반 똥꼬땅 생각을 달다. 서울,성북구

동상 이주연 12 황곡초 6학년 5반 경기도 수원

동상 이주원 7 잠실초등학교 1학년 6반 푸르지오 교습소 서울 송파구

동상 이주헌 12 촉석초등학교 5학년3반 황금사과미술교습소 경남 진주

동상 이주희 8 도촌초등학교 2학년 3반 경기 성남

동상 이준서 9 이매초 3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이준성 9 옥길버들초등학교 3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이지우 7 남양초등학교 1학년 3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동상 이지윤 6 서울송천병설유치원 다솜반 서울 강북구

동상 이지윤 11 서울 신자초등학교 5학년1반 서울 광진구

동상 이지효 10 서울독립문초등학교 4, 1 너구리 서울 마포구

동상 이채민 8 대구반송초등학교 1학년 1반 민아트미술학원 대구 달서

동상 이채아 8 태성초등학교 1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동상 이채윤 8 동백초등학교 1학년3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이채은 12 서울문창초등학교,6학년,5반 서울 관악구

동상 이철형 11 동막초등학교 4학년 3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이태경 8 이매초 2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이태경 10 푸른초등학교 3학년 샤갈의아이들 미술 경기 화성시

동상 이태영 12 다산한강초 6.1반 13살 경기 남양주시

동상 이하랑 7 인천미송초등학교 1학년 1반 인천 연수구

동상 이하민 8 진건초등학교 2학년 1반 경기 남양주시

동상 이하율 8 삼미초등학교 3학년 3반 박나은 미술 경기 화성시

동상 이하은 9 불정초등학교 2학년 1반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이하은 12 석성초 6학년 6반 동백C&C 미술교육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이하주 6 새아란 유치원 7세반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동상 이한주 6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이현준 6 불암초등학교 1 1학년 미술로 생각하기 중계센터 서울 노원구

동상 이혜승 11 수영초등학교 5-2 알록달록미술교육원 경기 화성시

동상 이혜인 11 수영초등학교 5-2 알록달록미술교육원 경기 화성시

동상 이호경 11 광사초 5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동상 이호정 12 가수초등학교6학년3반 경기 오산

동상 이호준 9 서울강남초등학교 4-2 서울 동작구

동상 이효빈 10 개운초등학교 5 5학년, 2반 똥꼬땅 생각을 달다. 서울,성북구

동상 이효재 5 해피사랑어린이집 경기 광주

동상 인시아 11 삼육초등학교 5학년 1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인준성 9 주양초등학교 3-1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동상 임도율 10 선린초등학교 3학년 4반 서울 강동구

동상 임도혁 9 돌마초 3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임서율 7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동상 임세령 9 남호초등학교 3학년 4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임세진 12 원명초등학교 6학년 아뜰리에 서울 서초구

동상 임시우 8 갈현초등학교 2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동상 임온유 11 보라매초등학교,4학년,8반 서울 동작구

동상 임유진 11 송전초등학교 5학년 4반 푸르지오 교습소 서울 송파구

동상 임재은 6 메이플베어 송파  레드베어반 서울 송파구

동상 임지민 11 동흥초등학교 4학년 7반 제주시

동상 임지유 8 순천 왕운 초등학교 1학년 5반 스토리 미술 전남 순천



동상 임지후 10 청주 죽림초등학교 4학년1반 충북 청주

동상 임태영 9 안말초 3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임하민 12 중일초등학교 5학년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장건우 10 노변초등학교 4학년 1반 참예쁘다미술 대구 수성

동상 장나희 7 프라임유치원 7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동상 장동연 10 인천 신송초등학교 3학년 3반 인천 연수구

동상 장서연 10 경인초 3-3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동상 장세윤 11 봉은초등학교 5학년 코끼리를삼킨보아뱀 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동상 장아영 8 서울구남초등학교 2학년 4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동상 장우주 5 폴리유치원 유치원 미술로생각하기 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동상 장우진 9 성동초등학교 3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동상 장우혁 9 갈현초등학교 3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동상 장원준 8 이매 2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장은성 10 한가람초등학교 5학년5반 경기도 파주시

동상 장지윤 6 유치원 7세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동상 장지훈 8 길동초등학교2학년3반 서울 강동구

동상 장채원 7 옥길산들초등학교 1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장현서 12 서이초등학교 6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동상 장혜원 7 광정초등학교 1학년 3반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동상 장희도 9 비슬초등학교 2학년 4반 호기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동상 전성진 10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4학년 (발달 장애아동) 경기 남양주시

동상 전재원 6 진선미어린이집 진선미어린이집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동상 전지은 12 경인초 5-7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동상 전효준 11 하탑초 5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정규완 7 소슬유치원 보람반 행복미술 서울 동작구

동상 정다은 12 도제원 초등학교 6학년 줄리어드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남양주시

동상 정도윤 8 인천박문초등학교2학년1반 인천 연수구

동상 정도준 7 광주광역시 송원초등학교 1학년1반 광주 남구

동상 정민준 8 선일초등학교 2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동상 정서우 12 정덕초등학교 5학년 6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동상 정서율 12 충현초등학교 6-3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동상 정선우 6 마성초등학교 1학년 2반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정세이 8 진해신항초 1학년 씽크앤아트 그림이야기 경남 창원

동상 정세훈 9 한홀초등학교 경기 하남

동상 정수아 12 양덕초등학교 6학년5반 그린이 경남 창원

동상 정시윤 8 서울 은석초등학교 2학년 3반 서울 동대문구

동상 정시헌 8 신기초등학교 1학년  4반 11번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정아인 8 행당초등학교 2학년 3반 푸르지오 교습소 서울 송파구

동상 정여은 8 당정 초등학교 2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동상 정윤아 11 남호초등학교 5학년 1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정이수 9 새빛초등학교 4학년 1반 경기 용인 수지

동상 정재환 8 동백초등학교 1학년 5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정재희 11 신탄진초등학교 5학년 젊은평 대전 대덕구

동상 정주훈 6 C-GATE Libra Class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동상 정지민 6 ILS Beluga Whale 7세반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동상 정지우 10 동성초등학교 4학년,3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동상 정지윤 7 프라임 유치원 7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동상 정지효 10 의왕 내동초등학교 5학년 2반 경기 의왕시

동상 정하윤 8 하백초등학교 1학년 5반 광주 북구

동상 정현민 12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6학년 경기 남양주시

동상 정현석 11 구일초등학교 5학년 8반 서울 구로구

동상 정현우 8 구일초등학교 3학년 8반 서울 구로구

동상 조가원 6 홈스쿨링 / 유치부 인천 계양구

동상 조가은 9 온빛초등학교 2학년 풀아트테라피 전북 전주

동상 조다빈 8 하남풍산초등학교 2학년 3반 서울 강동구

동상 조미소 8 성남 여수초등학교 2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동상 조민정 9 순천 왕지 초등학교 3학년 4반 스토리 미술 전남 순천

동상 조민지 11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4학년 1반 서울 서초구

동상 조서현 12 대교초등학교 6학년 4반 적로 90

동상 조승우 7 서현초등학교 1학년4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조아인 7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동상 조연우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동상 조예원 7 양촌 병설 유치원 열매반 인천 계양구

동상 조윤비 11 화성효행초등학교 5학년 6반 경기 화성시

동상 조윤성 8 학강초등학교 2학년 4반 광주 남구

동상 조윤이 8 안말 2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조윤진 11 산본초등학교 5학년 3반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동상 조윤찬 7 구남초등학교 1학년 4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동상 조윤찬 13 작업실676 경기 양주시

동상 조은비 12 목운초 5-3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동상 조은서 8 SIE 2 그 아이 창작소 서울 강동구



동상 조은서 8 반월초등학교 1,5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동상 조재원 10 용인대덕초등학교 4학년2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동상 조하윤 7 용인대청초등학교 1학년4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동상 조하율 6 행복한 유치원 믿음3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조하율 11 능동초등학교 4,2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동상 주민정 8 서울 오금초등학교 1학년 4반 서울 송파구

동상 주연서 11 중일초등학교 4학년 보라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주연서 6 리플하바유치원 에디슨1반 광주 서구

동상 주연준 8 울산화정초등학교 1학년 1반 울산 동구

동상 주재이 10 명덕초등학교 4 그 아이 창작소 서울 강동구

동상 주현서 10 살레시오초등학교 3학년 들반 광주 서구

동상 진솔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동상 차시은 12 황곡초 6학년4반 경기도 수원

동상 채정민 11 주양초등학교 5-2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동상 채호현 8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1학년 3반 부산 동래

동상 천시환 10 당정 초등학교 4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동상 천은서 8 태성초등학교 1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동상 최가온 10 서울오금초등학교 4학년 5반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동상 최관희 7 용천소 병설유치원 7세 최성은미술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최나윤 6 충현초병설유치원 하하반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동상 최다연 10 학동초등학교 4학년 3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동상 최다예 10 인봉초등학교 3학년 5반 전북 전주

동상 최담비 8 청곡초등학교 2학년 예솔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최민서 12 신기초등학교 6학년2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동상 최민정 11 부설초등학교,4학년,4반 경남 진주

동상 최서연 12 신기초등학교 6학년1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동상 최서윤 7 현촌초등학교 1학년 경기 평택시

동상 최서윤 11 남호초등학교 5학년 5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최성찬 11 갈현초등학교 5학년 4반 서울 은평구

동상 최승민 10 Global Christian Foriegn School 5 아트풀 서울 강남구

동상 최승우 11 가온초등학교 5학년 3반 경기도 파주시

동상 최아라 12 남호초등학교 6학년 3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최아현 8 동백초등학교 1학년4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최연우 8 중앙초등학교 2학년 2반 예인미술학원 강원 강릉시

동상 최연정 12 서울아카데미 6학년 푸르지오 교습소 서울 송파구

동상 최예은 8 야탑초등학교 2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동상 최예인 8 반석초등학교 1,4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동상 최유정 9 중앙초등학교 2학년3반 강원 강릉시

동상 최윤서 11 서울 양명초등학교 5학년 1반 서울 양천구

동상 최윤주 11 동해중앙초등학교 5학년 2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최은유 7 천호초등학교 1학년 1반 그아이창작소 서울 강동구

동상 최정아 12 새일초등학교 6학년 젊은평 대전 대덕구

동상 최정원 12 삼미초등학교 6학년1반 아트앤하트 경기 오산

동상 최정원 7 남호초등학교 1학년 4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최지안 8 은여울초등학교 2학년 5반 경기 김포

동상 최지연 8 다산한강초 1.11반 경기 남양주시

동상 최지우 11 구일초등학교 6학년 4반 서울 구로구

동상 최지윤 12 통일초등학교 6학년 그리미네미술교실 경기도 파주시

동상 최지율 7 남호초등학교 1학년3반 강원 동해시

동상 최지환 10 금곡초등학교 3,5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동상 최하진 9 남호초등학교 3학년 1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최현령 10 광주광명초등학교,4학년,16번 경기 광주

동상 최현우 9 남곡초등학교 3학년 1반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최형욱 5 ECLC 5세반 푸르지오 교습소 서울 송파구

동상 최혜인 12 새샘초등학교 6학년 2반 천안 모두다른고양이 미술학원 충남 천안

동상 최효선 10 서울구암초등학교 4학년7반 미술로생각하기 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동상 최효준 11 갈현초등학교 5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동상 한리아 5 새아랑 유치원 참된반 서울 중랑구

동상 한성원 8 상탄초등학교 2학년 한라뫼반 꼬므작업실 경기 고양

동상 한성준 6 꼬므작업실 꼬므작업실 경기 고양

동상 한송연 12 서정초등학교 6학년5반 애플미술 서울 양천구

동상 한수연 10 서울오금초등학교 4학년 마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동상 한수형 8 서현초등학교 2학년5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한승유 8 신용산초등학교 2학년 10반 Art Lab 서울 용산구

동상 한승은 12 서울시 중앙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6학년 1반 서울 동작구

동상 한우제 7 그린반 미술로 생각하기 대구칠곡센터 대구 북구

동상 한윤조 9 하탑초 3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한재승 10 과천초등학교 3학년 2반 경기 과천

동상 한재연 7 초등학교 1학년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동상 한재완 9 성남미금초등학교3학년2반 경기 성남 분당

동상 한주연 9 서울봉현초등학교 3학년 1반 서울 관악구



동상 한지우 8 목운초 1-1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동상 한지호 9 서울오금초등학교 3학년1반 마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동상 한지호 6 몬테키즈 서울 강남구

동상 한현준 10 북평초등학교 4학년 3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한현지 10 서울보라매초등학교, 5학년 5반 서울 동작구

동상 한효린 9 도제원초등학교 2학년 줄리어드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남양주시

동상 함다은 11 서울구남초등학교 5학년 1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동상 함수린 13 목운초등학교 6학년 2반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동상 함효주 9 호명 초등학교 3학년 1반 강원 평창

동상 허강은 12 양덕초등학교 6학년2반 그림이 경남 창원

동상 허소율 8 다산한강초 1.2반 경기 남양주시

동상 허유정 11 비룡초5학년1반 경기 안성시

동상 허유주 10 중앙초등학교 4학년 2반 예인미술학원 강원 강릉시

동상 허윤슬 9 서울 연은 초등학교 , 3학년 2반 서울 은평구

동상 허은서 9 서울구남초등학교 3학년 3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동상 허은서 8 광주광역시남구불로초등학교2학년2반 광주 남구

동상 허진선 9 봉은초등학교 3학년3반 코끼리를삼킨보아뱀 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동상 현다은 9 서울문덕초등학교 3학년 2반 서울 송파구

동상 현비아 12 대전신평초등학교 6학년1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동상 현채빈 6 6세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동상 형준우 10 중탑초등학교 3학년 1반 경기 성남 분당

동상 홍나원 9 주양초등학교 3-1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동상 홍성유 7 남호초등학교 1학년 5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홍수아 7 산내 초등학교 1학년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동상 홍승재 9 상면초등학교 2학년 서울 노원구

동상 홍아영 5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홍연수 12 하탑초 6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동상 홍정우 9 옥길버들초등학교 3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동상 홍주성 9 용산외국인학교 4학년 아트풀 서울 강남구

동상 홍주성 9 남호초등학교 3학년 2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동상 홍지민 12 원명초등학교 6학년 아뜰리에 서울 서초구

동상 홍해린 8 은혜샘물초등학교  1학년 샘물반 경기 용인 기흥구

동상 황대현 9 지도초등학교 3-1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동상 황민아 7 광정초등학교 1학년 1반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동상 황시윤 7 고명 초등학교 1학년 1반 그아이창작소 서울 강동구

동상 황아율 9 산내 초등학교 3학년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동상 황유라 5 포항제철유치원 7세 은별빛비추어반  황유라 경북 포항

동상 황윤주 8 사직초등학교1학년1반 부산 동래

동상 황인성 8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 학원 2학년 경기 남양주시

동상 황정우 12 성신초등학교 6-2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동상 황정후 10 서현초등학교 4학년2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감준영 9 서울봉현초/3학년5반 서울 관악구

장려상 강담현 8 도량초등학교 1학년2반 경북 구미

장려상 강동호 9 강신초등학교 3-6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장려상 강라희 5 일영유치원 그린나래반 경기 김포

장려상 강리원 5 . 요미요미광주풍암 광주 서구

장려상 강민경 5 오렌지반 미술로 생각하기 대구칠곡센터 대구 북구

장려상 강민아 9 잠동초등학교2학년2반 서울 송파구

장려상 강병우 11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강병재 6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강승아 9 새샘초등학교 3학년1반 그림in세상 충남 천안

장려상 강완상 7 명선초등학교  1학년6반 인천 연수구

장려상 강준서 5 그림그리는 아이미술(유치부 7세) 경남 양산

장려상 강지영 7 금구초등학교 1-3 아르떼홍익미술학원 광주 광산

장려상 강지율 8 청곡초등학교 2학년 예솔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강하연 5 미취학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장려상 강하윤 8 광사초 2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장려상 강하음 9 상남여수초등학교 4-3 경기 성남

장려상 강한율 7 하탑 1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강현서 5 애플트리 에듀케이션 어린이집 서울 동작구

장려상 강현우 8 상품초등학교 3학년 1반 경기 여주

장려상 고건희 9 광주광역시 불로초등학교 3학년3반 광주 남구

장려상 고나원 7 서울한양초등학교 1학년 2반 51번 서울 강남구

장려상 고담이 6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고도현 10 서울구일초등학교 5학년 6반 서울 구로구

장려상 고연우 6 구립새싹어린이집 칠세반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고은결 9 지도초등학교 3-1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장려상 고은서 9 충암초등학교 2학년 난초반 서울 은평구

장려상 고채은 11 도련초등학교 5학년3반 민숙현미술과외 제주시

장려상 고태성 9 개일초 2-2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공다영 7 오현 초등학교 1학년 4반 경기도 수원



장려상 공현표 8 설봉초등학교 2학년 7반 경기 이천시

장려상 곽다빈 6 리더스숲유치원 데이지반 꿈을그리다 경북 구미

장려상 곽두인 11 제석초등학교 4학년 1반 경남 통영

장려상 곽민규 8 여수한려초등학교 1학년 3반 전남 여수

장려상 곽민서 8 하탑초 1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곽민서 11 양덕초등학교 5학년 그림이 경남 창원

장려상 곽민서 7 은빛초등학교 1-3 아르떼홍익미술학원 광주 광산

장려상 곽민송 7 상당초등학교 1학년4반 부산 해운대

장려상 곽세은 7 7세 오르세미술학원 경남 통영

장려상 곽시율 8 화랑 초등학교 2 2-3 아트피쉬 서울 노원구

장려상 곽연재 9 늘푸른초등학교 3학년 6반 예뜰아트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곽지원 7 양덕초등학교 1학년2반 그림이 경남 창원

장려상 곽현서 8 강신초등학교 2-2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장려상 구다인 7 PSA 7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구민지 6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장려상 구연희 9 비룡초등학교 2학년3반 경기 안성시

장려상 국가빈 5 하늘사랑유치원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장려상 국성요 8 청덕초등학교 1학년 1반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권규빈 12 동화초등학교 5학년 4반 경기 화성시

장려상 권리나 7 정덕 초등학교 1학년 2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권민서 9 서산 서남초 3학년3반 충남 서산

장려상 권민희 8 유가초등학교 1학년5반 호기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장려상 권보연 9 정자초등학교 2-3 소호미술센터 경기도 수원

장려상 권서영 8 한솔초등학교 2-나래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장려상 권서윤 10 안서초등학교 3학년 다빈치 충남 천안

장려상 권서현 8 잠동초등학교1학년4반 서울 송파구

장려상 권승 6 선일유치원 모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장려상 권아연 8 의순초등학교 1학년 4반 경기 의정부시

장려상 권연아 6 그린반 미술로 생각하기 대구칠곡센터 대구 북구

장려상 권준현 11 경인초 4-1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장려상 권혁준 8 대도초 1-4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가민 7 수양초등학교 1학년,1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장려상 김가예 6 계상유치원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장려상 김가원 7 경주 황남초등학교 1학년 5반 놀작마이아트경주용황 경북 경주

장려상 김가윤 8 태성초등학교 3학년8반 경기 광주

장려상 김가은 7 옥길버들초등학교 1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김가진 8 전주만수초등학교 2학년 3반 전북 전주

장려상 김가현 10 정덕초등학교 4학년 7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김가현 7 구미원남초등학교 1학년2반1번 경북 구미

장려상 김건오 8 서울미아초등학교 2 2학년 꿈에서그린그림 서울,성북구

장려상 김건우 10 샘말초등학교 3학년 2반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김건후 6 아트트리 미술학원 7세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장려상 김규리 9 안서초등학교 2-1 다빈치 충남 천안

장려상 김규민 7 성남 여수초등학교 1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장려상 김규민 10 화진초 3학년1반 울산 동구

장려상 김규민 7 유치부 씽크앤아트 그림이야기 경남 창원

장려상 김근후 9 태성초 3학년10반 경기 광주

장려상 김금비 7 서울안천초등학교 1-3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김기주 9 신북초등학교 3학년 2반 서울 마포구

장려상 김나경 11 대구반야월초등학교5학년5반 대구 동구

장려상 김나연 8 서울봉현초등학교 2학년 1반 서울 동작구

장려상 김나연 11 금곡초등학교 4학년 샤갈의아이들 미술 경기 화성시

장려상 김나영 9 구미원남초등학교 3학년3반 경북 구미

장려상 김나윤 8 태성초등학교 3학년2반 경기 광주

장려상 김나윤 6 하탑초 1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나율 8 서울신흥초등학교 2-5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김나은 10 숲속초등학교 3,4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장려상 김나은 5 분도유치원 6세.만5세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장려상 김나현 10 갈현초등학교 4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장려상 김나현 6 천사유치원 7세.만6세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장려상 김다솔 10 통일초등학교 4학년 그리미네미술교실 경기도 파주시

장려상 김다연 7 정덕 초등학교 1학년 3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김다은 7 큰별초등학교 1-5 아르떼홍익미술학원 광주 광산

장려상 김단아 8 푸른초등학교 1학년2반 샤갈의아이들 미술 경기 화성시

장려상 김단아 8 남호초등학교 2학년 4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김도연 7 봉은초등학교 1학년 4반 코끼리를삼킨보아뱀 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도연 10 영훈초등학교 3학년 3반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도연 8 지산초등학교 1학년 5반 크리아트 파주 가람원 경기도 파주시

장려상 김도연 8 대구유가초등학교 2학년4반 별에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장려상 김도원 8 광사초 2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장려상 김도율 8 김포서초등학교 2학년 3반 경기 김포



장려상 김도율 6 동아유치원 7세. 만6세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장려상 김도은 10 대도초 3-7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도하 8 대도초 1-9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도현 7 훈민초등학교 1학년 아트앤하트 민락 경기 의정부시

장려상 김도현 11 푸른초등학교 4학년 샤갈의아이들 미술 경기 화성시

장려상 김도훈 7 황남초등학교 1학년7반 놀작마이아트경주용황 경북 경주

장려상 김도희 10 남호초등학교 4학년 3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김동진 11 서울미아초등학교 5 5학년 꿈에서그린그림 서울,성북구

장려상 김두현 9 강신초등학교 3-3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장려상 김두현 7 오현 초등학교 1학년 5반 경기도 수원

장려상 김란아 11 안말 5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래원 9 여의도초등학교 3학년 1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장려상 김루아 7 한마음초등학교 1-4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장려상 김리나 7 안말 1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미소 9 남곡초등학교 3학년 6반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김민권 7 유치부 . 샤갈의아이들 미술 경기 화성시

장려상 김민규 7 서울시흥초등학교 2-2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김민서 10 남호초등학교 4학년 3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김민서 8 홍성초등학교 2학년 4반 충남 홍성

장려상 김민서 5 오렌지반 미술로 생각하기 대구칠곡센터 대구 북구

장려상 김민서 9 대구화동초등학교 2학년2반 대구 달성

장려상 김민서 8 응봉초등학교 2학년 3반 푸르지오 교습소 서울 송파구

장려상 김민성 5 신동탄재크와콩나무,7세, 파랑콩반 경기 화성시

장려상 김민솔 5 가장행복한드로잉 대구 수성

장려상 김민아 7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1학년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김민아 7 하탑초 1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민아 7 남호초등학교 1학년 1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김민아 8 서산 서남초 2학년 6반 충남 서산

장려상 김민유 9 대구 동인초 3학년2반 대구 수성

장려상 김민재 7 서울상신초등학교 1학년 2반 서울 은평구

장려상 김민정 7 서울도곡초등학교 1학년 1반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민정 10 신평초등학교 4학년 2반 토토로미술 경기 하남

장려상 김민주 11 이매 5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민주 9 중산초등학교 3-2 조정윤미술 울산 북구

장려상 김민준 6 중평초등학교 1학년 1학년 4반 미술로 생각하기 중계센터 서울 노원구

장려상 김민준 6 정다운 어린이집 7세반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장려상 김민준 9 방어진초등학교 2학년 4반 울산 동구

장려상 김민준 5 여수부영초등학교,1학년,3반 전남 여수

장려상 김민지 5 그림그리는 아이 미술(유치부7세) 경남 양산

장려상 김민지 9 상무초등학교 3학년 요미요미광주풍암 광주 서구

장려상 김민채 8 단관초등학교 2학년4반 강원 원주

장려상 김민채 7 방림초등학교 1학년1반 광주 남구

장려상 김범준 8 남호초등학교 2학년 2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김별하 12 위량초등학교 6학년 1반 경북 김천

장려상 김보경 5 침산 ing유치원 대구 북구

장려상 김보경 10 대구노변초 4학년 3반 대구 수성

장려상 김보경 7 가평초등학교 1학년 2반 부산 진구

장려상 김보름 9 광정초등학교 3학년 3반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장려상 김보민 7 남호초등학교 1학년 3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김보현 10 하탑초 4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보현 5 7세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장려상 김봄 10 백현초등학교 3학년5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김비주 12 호암초등학교5학년6반 경남 함안

장려상 김사랑 7 성남여수초등학교 1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장려상 김서아 5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김서연 7 LANPUS 7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서연 5 6세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서연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장려상 김서연 7 고헌초등학교 1학년3반 울산 북구

장려상 김서영 8 한아람초등학교 1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장려상 김서원 6 코렘어학원 7세반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장려상 김서윤 5 개인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서윤 11 동진  초등학교 4학년 1반 수 미술  교습소 경남 진주

장려상 김서율 6 연은초등학교 1학년 2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장려상 김서진 5 초안 유치원 호수반 서울 강북구

장려상 김서진 7 서울오금초등학교 1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장려상 김서하 8 갈현초등학교 2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장려상 김서현 8 광정초등학교 2학년 4반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장려상 김선민 12 원명초 5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선아 9 중앙초등학교 3학년 3반 예인미술학원 강원 강릉시

장려상 김성우 11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김성윤 7 유치원 유치부 꼬마피카소미술교습소 충북 청주

장려상 김세린 6 바스키즈미술학원 7세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김세영 7 동탄초등학교,2학년,6반 경기 화성시

장려상 김세은 9 은빛초등학교, 3학년 5반 광주 광산

장려상 김소민 12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김소윤 8 남호초등학교 2학년 4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김소율 6 RIS 6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소율 10 남호초등학교 4학년 2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김소희 11 대구화동초등학교 4학년1반 대구 달성

장려상 김솔 6 미술세계 서울 도봉구

장려상 김수연 7 조봉초등학교 1학년 5반 광주 남구

장려상 김승우 10 역촌초등학교 4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장려상 김승희 8 정덕초등학교 2학년 1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김시아 8 숲속초등학교 1,1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장려상 김시연 7 옥길버들초등학교 1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김시온 6 선곡초등학교 1 1학년 6반 미술로 생각하기 중계센터 서울 노원구

장려상 김시온 6 평택새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늘빛반 경기 평택시

장려상 김시우 6 한송이유치원, 남아메리카반 경북 구미

장려상 김시유 7 숲속 병설 유치원 7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장려상 김시율 8 소화초등학교 2학년 1반 안다미술 경기도 수원

장려상 김시은 7 진보 초등학교 1학년 1반 하늘스케치 미술학원 경북 청송

장려상 김시준 10 광주 신용초등학교 3학년5반 광주 북구

장려상 김시헌 8 서울은로초등학교 2학년 4반 서울 동작구

장려상 김시환 6 상천초등학교 1학년 1학년 3반 미술로 생각하기 중계센터 서울 노원구

장려상 김아린 6 천호 어린이집 6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아연 12 남호초등학교 6학년 1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김아윤 6 고양시립우리누리어린이집 경기 고양

장려상 김아인 9 정자초등학교 2-3 소호미술센터 경기도 수원

장려상 김아인 8 도산초등학교 1학년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장려상 김아인 7 구평남부초등학교 1학년 2반 꿈을그리다 경북 구미

장려상 김연재 8 서울청담초등학교 2학년 2반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연재 7 서이초등학교 1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장려상 김연재 7 누리봄유치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연제 10 서울광남초등학교 4학년 7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김연주 11 성신초등학교 5-2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장려상 김연진 8 현촌초등학교 2학년 7반 경기 평택시

장려상 김연희 8 유가초등학교 1학녀 4반 호기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장려상 김영서 10 갈현초등학교 4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장려상 김영석 10 다산한강초 3.5반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김예서 10 통일초등학교 4학년 그리미네미술교실 경기도 파주시

장려상 김예원 7 현곡초등학교 1학년 3반 놀작마이아트경주용황 경북 경주

장려상 김예은 8 정덕초등학교 2학년 7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김예은 10 동암초등학교,4학년1반 경기 의정부시

장려상 김예은 11 부산 동항초등학교 4학년 4반 부산 남구

장려상 김예은 8 정동초등학교 2학년,3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장려상 김예인 12 정덕초등학교 5학년 2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김예인 6 대구동호초등학교 1학년1반 대구 동구

장려상 김예인 9 정동초등학교 3학년,2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장려상 김예준 9 방어진초등학교 2학년5반 울산 동구

장려상 김우진 7 사랑마을유치원 신나는반 민아트미술학원 대구 달서

장려상 김웅찬 9 다산한강초 2.4반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김유경 8 촉석초등학교 1학년2반 황금사과미술교습소 경남 진주

장려상 김유연 6 해솔유치원 지혜반 아트모마 광주 남구

장려상 김유이 9 발산초등학교 3-6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장려상 김유인 10 옥정초 5학년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장려상 김유정 6 동화유치원 풀입반 조정윤미술 울산 북구

장려상 김유주 10 옥길산들초등학교 3학년10반 디자인 그리고 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김유준 8 신남초 1-2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장려상 김유진 7 하탑초 1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유진 10 인동초등학교 3학년1반 인동지역아동센터 경북 구미

장려상 김유진 10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4학년 2반 광주 남구

장려상 김유하 9 성남신기초등학교 2학년 4반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윤 9 선일초등학교 3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장려상 김윤서 7 내곡초등학교,2학년3반, 경남 거제

장려상 김윤성 9 동평초등학교 2학년 젤리아트 미술 울산 남구

장려상 김윤아 6 하버드어린이집 천재1반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장려상 김윤재 7 하탑초 1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윤지 11 양덕초등학교 5학년2반 그림이 경남 창원

장려상 김은서 8 정덕초등학교 2학년 6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김은제 8 대도초 1-2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은찬 6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7살 유치원생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김이경 6 킹스키즈 유치원 x 아띠스떼미술 경기 평택시

장려상 김이나 7 정동초등학교 1학년,2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장려상 김이안 10 남호초등학교 4학년 6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김인수 8 운리초등학교 2학년 3반 요미요미광주풍암 광주 서구

장려상 김재민 7 서울오금초등학교 1학년5반 마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장려상 김재언 5 한결유치원 달누리 2반 그림하임 충남 세종시

장려상 김재원 8 정덕초등학교 2학년 8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김재윤 8 용인대덕초등학교 2학년2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장려상 김재이 7 김포하늘빛 초등학교 1학년 8반 안녕미술교습소 경기 김포

장려상 김재인 10 서울언북초등학교 4학년 7반 56번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재현 6 꿈모아아이사랑어린이집 별누리반 강원 원주

장려상 김재훈 6 한결유치원 별누리 1반 그림하임 충남 세종시

장려상 김정윤 8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2학년 3반 대구 북구

장려상 김정은 7 남정초등학교 1학년 2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장려상 김제니 6 RISE 6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주성 8 도산초등학교 1학년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장려상 김주아 6 정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바다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김주아 7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김주원 6 중평초등학교 1학년 1학년 2반 미술로 생각하기 중계센터 서울 노원구

장려상 김주원 7 하탑초 1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주은 5 꿈꾸는나무유치원 서울 동작구

장려상 김주하 10 신상도 4학년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장려상 김주하 7 서울금산초등학교 2-1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김주하 7 서울 서부 YMCA 호랑이반 경기 고양

장려상 김준서 7 서울세륜초등학교 1학년2반 마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장려상 김준서 7 SLP고양 MIT반 / 유치부 경기 고양

장려상 김준식 8 인천청라 초등학교 1학년4반 인천그림나무 인천 서구

장려상 김준우 6 ILS 바다사자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장려상 김준후 9 대구동인초 3학년1반 대구 수성

장려상 김준희 7 성동초등학교 1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장려상 김지민 10 도련초등학교 4학년4반 민숙현미술과외 제주시

장려상 김지아 7 목포연산초등학교 1학년 2반 전남 목포

장려상 김지안 8 서울양진초등학교 1학년 8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김지연 7 산내 초등학교 1학년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장려상 김지우 8 김포 청수 초등학교 2학년 6반 안녕미술교습소 경기 김포

장려상 김지우 8 봉화초등학교 1학년 서울 중랑

장려상 김지우 5 센텀유치원 행복반 부산 해운대

장려상 김지원 10 신기초등학교 4학년2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장려상 김지유 11 서울무학초등학교 4학년 4반 서울 성동구

장려상 김지유 7 여의도초등학교 2학년 6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장려상 김지유 6 무지개미술관 강원 강릉

장려상 김지호 6 마리나유치원 분홍반 부산 해운대

장려상 김지환 7 발산초등학교 1-4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장려상 김지환 8 대구성동초등학교 3학년 7반 대구 수성

장려상 김진욱 5 영지어린이집 5세 황금사과미술교습소 경남 진주

장려상 김찬민 6 대구계성초등학교 1학년 2반 대구 수성

장려상 김찬우 6 영동제일유치원 6세 코끼리를삼킨보아뱀 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김채연 8 도련초등학교 2학년6반 민숙현미술과외 제주시

장려상 김채원 8 신기초등학교 2학년3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장려상 김채은 7 김해대청초등학교  1학년 5반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장려상 김채희 5 남천시찌다 뉴턴반 부산 해운대

장려상 김탐인 9 하탑초 3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태경 9 주양초등학교 3-3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장려상 김태림 9 주양초등학교 3-1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장려상 김태민 11 인동초등학교 4학년3반 인동지역아동센터 경북 구미

장려상 김태완 9 살레시오 초등학교 3학년 요미요미광주풍암 광주 서구

장려상 김태은 8 풍양초등학교 2학년, 1반 그린꿈미술교습소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김태준 9 불곡초등학교 3학년 2반 예뜰아트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태현 10 서울봉현초등학교 3학년 1반 서울 동작구

장려상 김태희 7 여의도초등학교 2학년 7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장려상 김태희 7 안말 1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하늬 9 한율초등학교 4학년 2반 경기 화성시

장려상 김하연 8 하탑초 2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김하윤 7 서울자양초등학교 1학년 2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김하윤 5 케이키즈 토파즈반 7세 서울 강동구

장려상 김하윤 7 프라임 유치원 7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장려상 김하윤 6 6세반 오르세미술학원 경남 통영

장려상 김하율 7 서울보라매초등학교 2학년 8반 서울 동작구

장려상 김하은 6 거여초별성유치원, 풀잎1반 서울 송파구

장려상 김하은 8 남호초등학교 2학년 5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김하임 10 수영초등학교 4-4 알록달록미술교육원 경기 화성시



장려상 김한나 6 그아이창작소 서울 강동구

장려상 김함 9 지도초등학교 3-2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장려상 김해인 11 정자초등학교 4-5 소호미술센터 경기도 수원

장려상 김현아 8 조봉초등학교 2학년4반 광주 남구

장려상 김현우 8 서울원촌초등학교 2학년 4반 서울 서초구

장려상 김혜민 8 푸른초등학교 1학년 3반 샤갈의아이들 미술 경기 화성시

장려상 김혜원 9 남곡초등학교 3학년 8반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김효빈 6 오미나미술학원 유치부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장려상 김효빈 8 대평초등학교 1-1 소호미술센터 경기도 수원

장려상 김효재 8 양명초등학교 1학년 3반 애플미술 서울 양천구

장려상 나보인 7 삼육초등학교 1학년 사랑반 대전 중구

장려상 나선태 11 미르초등학교 5-마루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장려상 나연서 6 목포예쁘다어린이집 전남 목포

장려상 나연수 7 서울오금초등학교 1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장려상 나예서 9 대구화동초등학교 2학년2반 대구 달성

장려상 나윤호 5 녹원어린이집 6살, 꽃다지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장려상 나주희 11 원명초등학교 5학년 아뜰리에 서울 서초구

장려상 남궁 은 9 만송 3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장려상 남궁다현 11 황곡초 5-1 경기도 수원

장려상 남서영 7 남호초등학교 1학년 4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남예리 8 천호초등학교 1학년 꿈고래미술교습소 서울 강동구

장려상 남이수 11 잠동초등학교4학년5반 서울 송파구

장려상 남재민 8 서울 원명초등학교 2학년 4반 서울 서초구

장려상 남재승 8 서울원명초등학교 2학년 2반 서울 서초구

장려상 남지안 6 선운숲유치원 사랑열매반 광주 광산

장려상 남지우 11 지도초등학교 5-3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장려상 남지우 9 옥길버들초등학교 3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남지율 5 미취학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장려상 남하은 8 대전신평초등학교 2학년4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장려상 노우찬 6 이삭유치원 지혜반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장려상 노윤서 8 인천 청일초등학교 2학년 5반 인천 서구

장려상 노은솔 7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노은준 9 경동초등학교 3학년4반 서울 성동구

장려상 노현진 9 성신초등학교 3-4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장려상 라현제 8 충현초등학교 2학년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장려상 류강민 7 광주광역시 불로초등학교1학년4반 광주 남구

장려상 류다윤 8 유가초 1학년6반 호기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장려상 류동주 9 노변초등학교 3학년3반 참예쁘다미술 대구 수성

장려상 류송현 6 성실유치원 푸른바다반 서울 노원구

장려상 류이안 6 개포PSA Panda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류재인 9 잠동초등학교,2학년2반 서울 송파구

장려상 류지언 8 명인초등학교 1-5 소호미술센터 경기도 수원

장려상 류하진 10 동백초등학교 3학년6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명지오 9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문규은 10 동진  초등학교 3학년2반 수 미술  교습소 경남 진주

장려상 문서연 9 대구본리초등학교 2학년 4반 대구 달서

장려상 문소율 8 옥암초등학교 2학년1반 목포영렘브란트미술교육원 전남 목포

장려상 문수경 7 선일초등학교 1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장려상 문수정 7 서울신흥초등학교 1-2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문슬우 7 진도고성초등학교 2학년 1반 전남 진도

장려상 문예림 9 대전 도마초등학교 2학년 1반 대전 서구

장려상 문지원 9 상명 초등학교 2학년 서울 노원구

장려상 문지윤 7 씨엔스쿨 아람반 대구 달서

장려상 문채원 11 오현 초등학교 4학년 3반 경기도 수원

장려상 민다연 7 PSA 7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민다인 6 한솔어린이집 6세반 황금사과미술교습소 경남 진주

장려상 민서현 6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민재이 7 정덕 초등학교 1학년 5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민채원 8 개일초등학교 2학년 2반 서울 강남구

장려상 민회준 7 대전새여울초 1학년 젊은평 대전 대덕구

장려상 박가영 6 옥정초 1학년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장려상 박가온 7 중앙초등학교 1학년 2반 예인미술학원 강원 강릉시

장려상 박가윤 9 서울광남초등학교 3학년 1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박건희 8 동성초등학교 2학년, 1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장려상 박규리 8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2학년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박기범 7 대구 매동 초등학교 1학년 1반 대구 수성

장려상 박나율 7 인지초등학교 1학년 5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장려상 박다빈 8 이매초 2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박다연 8 부천 남초등학교 2학년4반 스케치북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박다온 7 온양동신초등학교1학년6반 충남 아산

장려상 박다인 10 양덕초등학교 4학년5반 그린이 경남 창원



장려상 박대철 11 수원 칠보초등학교 5학년 2반 경기도 수원

장려상 박라임 8 양명초등학교 1학년 1반 애플미술 서울 양천구

장려상 박리원 6 성저유치원 하늘반 경기 고양

장려상 박민경 7 연천초등학교 1학년 4반 부산 연제

장려상 박민우 11 인동초등학교 4학년1반 인동지역아동센터 경북 구미

장려상 박민주 10 풍양초등학교 4학년, 2반 그린꿈미술교습소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박민준 9 서울구암초등학교 3힉년3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장려상 박범준 7 SLP유치원 경북 포항

장려상 박보미 8 대구 매동 초등학교 2학년 3반 대구 수성

장려상 박서아 7 청원초등학교 1학년 1반 서울 노원구

장려상 박서아 8 왕방초등학교 2학년 2반 경기 포천시

장려상 박서연 6 PSA 6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박서연 9 대도초 2-1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박서연 5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박서영 7 무거초등학교 2학년 3반 울산 남구

장려상 박서우 8 인지초등학교 2학년 5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장려상 박서율 8 인천박문초등학교  1학년 3반 인천 연수구

장려상 박서준 6 충암초등학교 1학년 매화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장려상 박서준 8 대치초등학교 2학년 4반 15번 서울 강남구

장려상 박서진 8 대도초 1-1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박서현 9 길원초등학교 3학년 7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박서현 7 기린숲 유치원 맑은강반 스토리 미술 전남 순천

장려상 박선율 6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장려상 박선재 8 성암초등학교 2학년 1반 경북 경산

장려상 박성민 9 광주광역시 불로초등학교 3학년5반 광주 남구

장려상 박성빈 8 (마산)합포초등학교 2학년2반 경남 창원

장려상 박세아 5 충암유치원 징미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장려상 박세연 9 성남 여수초등학교 3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장려상 박세은 8 대도초 1-6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박세은 10 촉석초등학교 3학년2반 황금사과미술교습소 경남 진주

장려상 박세인 9 성신초등학교 3-1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장려상 박세현 6 (마산)솔빛길유치원 7세 경남 창원

장려상 박세환 6 윌링스플러스 광주 광산

장려상 박소연 9 성동초등학교 2학년2반 경북 상주

장려상 박소윤 9 KIS국제학교 2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박소윤 7 수원시립세류어린이집 경기도 수원

장려상 박소율 11 서울구일초등학교 5학년 3반 서울 구로구

장려상 박소율 10 서울시흥초등학교 5-3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박소율 5 좋은엔젤유치원 예쁜천사 3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장려상 박소은 5 아우어아트 미술교습소(바른나무 유치원) 경남 창원

장려상 박수빈 10 인천동막초등학교 4학년 칸딘스키미술 인천 남동구

장려상 박슬아 8 세종초등학교 1학년 사랑반 서울 강동구

장려상 박시아 5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박시연 9 촉석초등학교 2학년3반 황금사과미술교습소 경남 진주

장려상 박시완 9 용인대청초등학교 4학년 3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장려상 박시하 9 서울 은석초등학교, 3학년 3반 서울 동대문구

장려상 박시현 9 대도초 2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박시현 9 송전초등학교 3학년 5반 푸르지오 교습소 서울 송파구

장려상 박시후 7 서울영남초등학교 2-2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박아린 8 대도초 1-1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박연서 11 서울당중초등학교 5학년 3반 서울 영등포구

장려상 박열음 5 성남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마음반 경기 성남

장려상 박예나 10 어울초등학교 4학년 1반 경기 안성시

장려상 박유주 9 발산초등학교 3-5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장려상 박윤아 5 한솔어린이집, 지혜반 경북 영천

장려상 박은재 8 서이초등학교 2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장려상 박재승 5 세은숲어린이집 산새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장려상 박재익 9 대도초 2-8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박정훈 7 인천동막초등학교 1학년 칸딘스키미술 인천 남동구

장려상 박제아 7 서울개운초등학교 1학년 1반 서울,성북구

장려상 박조이 8 울산 함월 초등학교 2학년 3반 울산 중구

장려상 박종현 10 새별초등학교4학년3반 광주 광산

장려상 박주승 7 용인대덕초등학교 2학년1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장려상 박주아 6 두산초병설유치원 7세반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박주영 11 동진  초등학교 4학년2반 수 미술  교습소 경남 진주

장려상 박주은 7 LATT 7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박준서 9 인천청라초등학교 2학년1반 인천그림나무 인천 서구

장려상 박준완 8 촉석초등학교 1학년4반 황금사과미술교습소 경남 진주

장려상 박준우 6 우주유치원 -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장려상 박지우 7 오금초등학교 1학년 1반 경기 군포시

장려상 박지유 7 정덕 초등학교 1학년 1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박지윤 9 광사초 3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장려상 박지은 9 유가초등학교 2학년3반 호기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장려상 박지은 8 양덕초등학교 2학년1반 그림이 경남 창원

장려상 박지현 6 키드빌리지 유치원 7세 초록바다반 경기 용인 수지

장려상 박지환 6 광주엘씨아이영어유치원콜롬비아반 광주 남구

장려상 박지효 10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4, 2 너구리 서울 마포구

장려상 박진서 7 세인트폴, 1학년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박진우 6 풀빛어린이집 향기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장려상 박채은 6 천사유치원 7세.만6세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장려상 박채은 7 장원유치원 7세반 호기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장려상 박태정 10 옥정초 5학년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장려상 박하령 10 하탑초 4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박하린 8 서울 개웅초등학교 2학년 2반 서울 구로구

장려상 박하얼 7 옥정초 2학년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장려상 박하연 8 김해가야초등학교, 2학년 4반 경남 김해

장려상 박하윤 6 남양초등학교 1학년 6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장려상 박하윤 7 은빛초등학교 1-4 아르떼홍익미술학원 광주 광산

장려상 박한결 9 용인대덕초등학교 3학년4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장려상 박현정 11 광사초 5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장려상 박현진 10 방어진초등학교 3학년 5반 울산 동구

장려상 박혜나 5 성바오로유치원 경북 포항

장려상 박혜원 10 포항제철초등학교 경북 포항

장려상 박효빈 7 남호초등학교 1학년 1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박효은 7 남호초등학교 1학년 1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박효주 6 미술로생각하기 유치원 미술로생각하기 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장려상 박효진 8 남호초등학교 2학년 6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반서진 10 보평초등힉교 4힉년4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장려상 방연서 9 주양초등학교 3-2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장려상 방태림 9 현암초등학교 2학년 아트트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장려상 배가윤 7 수양초등학교 1학년,1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장려상 배경윤 6 이매어린이집 * 로앤림 미술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배나래 6 퇴촌시립어린이집 햇살반 경기 광주

장려상 배서율 12 서울 행현 초등학교, 5학년 6반 서울 성동구

장려상 배선유 8 서산 서남초 2학년 6반 충남 서산

장려상 배윤아 12 정덕초등학교 5학년 5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배주희 11 새샘초등학교 5학년 ,7반 그림in세상 충남 천안

장려상 배현우 8 달산초등학교 3학년 5반 대구 북구

장려상 배형율 8 광주상무초등학교 1학년 5반 광주 서구

장려상 백가민 7 AGI 7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백경민 6 서울북가좌초등학교 1학년 6반 서울 은평구

장려상 백도윤 8 성신초등학교 2-2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장려상 백서은 7 라이어슨 키즈빌 유치원 경기도 수원

장려상 백수민 10 경기 화성시 영천초등학교 3학년 5반 경기 화성시

장려상 백승민 9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3학년 3반 빨간풍선미술창작소 서울 마포구

장려상 백유진 6 서판교유치원 7세반 모모미술교습소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백은유 9 한솔초등학교 3-가람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장려상 백지현 7 호반유치원 열매반 대전 유성구

장려상 백채윤 6 명지유치원 7세.만6세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장려상 변규리 10 광정초등학교 4학년 1반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장려상 변주빈 7 성남 여수초등학교 1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장려상 변해솔 10 미르초등학교 4-다솜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장려상 서명규 6 대덕초등학교 1학년 1반 전북 완주

장려상 서민정 8 광사초 2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장려상 서보건 12 삼가초 6학년 4반 동백C&C 미술교육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서보민 7 현촌초등학교 1학년 2반 경기 평택시

장려상 서신 11 가사초등학교 5학년 1반 경기 평택시

장려상 서연우 5 산본초등 4학년1반 은희미술샘 경기도 수원

장려상 서유정 10 석성초 4학년 4반 동백C&C 미술교육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서윤서 9 동탄 다원초등학교 2학년 7반 경기 화성시

장려상 서의진 9 영동초 2-7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장려상 서정민 9 서현초등학교 3학년4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서지원 9 서울시흥초등학교 3-4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서지형 5 오렌지반 미술로 생각하기 대구칠곡센터 대구 북구

장려상 서채빈 7 장산초등학교 1학년 5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장려상 석동희 7 대구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사랑나눔반 민아트미술학원 대구 달서

장려상 석수연 9 포항연일초등학교 3학년 4반 경북 포항

장려상 석지유 7 솔리유치원 칸타타반 민아트미술학원 대구 달서

장려상 선윤우 9 옥길버들초등학교 2학년3반 디자인 그리고 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선채윤 9 신서초등학교 2학년 4반 애플미술 서울 양천구

장려상 성아현 9 한아람초등학교 2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장려상 성윤우 6 우주유치원 해나라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장려상 성지환 10 성신초등학교 4-1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장려상 소예현 8 미르초등학교 2-나래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장려상 소윤재 8 신탄진용정초등학교 2학년 젊은평 대전 대덕구

장려상 소재연 7 정덕 초등학교 1학년 7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소해인 9 서울상현초등학교 꽃구름반 2학년 행복미술 서울 동작구

장려상 손연아 7 상당초등학교 1학년5반 부산 해운대

장려상 손재인 8 세종초등학교 2학년 사랑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송민규 5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송시윤 8 서울양천초등학교 2-1 서울 강서구

장려상 송아인 7 돈암 초등학교 1학년6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송영빈 5 선일유치원 모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장려상 송예나 7 광정초등학교 1학년 3반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장려상 송예하 9 판교초등학교 3-1 모모미술교습소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송원진 7 금빛초등학교 2학년 2반 부산 금정

장려상 송유림 9 서울상현초등학교 2학년 무지개반 행복미술 서울 동작구

장려상 송윤우 6 맘에든유치원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장려상 송재빈 7 한결 초등학교 1학년 나래반 그림하임 충남 세종시

장려상 송준 10 중앙초등학교 4학년 4반 예인미술학원 강원 강릉시

장려상 송지언 7 서울보라매초등학교 1학년 7반 서울 동작구

장려상 송지우 7 대전버드내초등학교 1학년5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장려상 송지호 8 배곧라온초 1학년 2반 경기 시흥시

장려상 송혜린 7 정덕 초등학교 1학년 1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송혜연 9 갈현초등학교 3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장려상 송혜인 7 신기초등학교 1학년3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장려상 신민승 12 정자초등학교 5-5 소호미술센터 경기도 수원

장려상 신승현 9 새샘초등학교 3학년4반 그림in세상 충남 천안

장려상 신연우 10 수영초등학교 4-4 알록달록미술교육원 경기 화성시

장려상 신예원 5 명지배화유치원 부산 강서

장려상 신유이 9 경인초 2-2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장려상 신유하 7 남호초등학교 1학년 1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신윤서 8 개림초등학교 1학년3반 부산 진구

장려상 신율비 9 푸른초등학교 2학년 샤갈의아이들 미술 경기 화성시

장려상 신재원 12 궁내초등학교 5학년 2반 경기 군포시

장려상 신재유 9 대도초 2-1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신재이 8 옥길산들초등학교 1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신주은 9 한솔초등학교 3-다솜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장려상 신주하 8 용인대덕초등학교 2학년2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장려상 신지원 7 광주삼육초등학교 1학년 소망반 광주 광산

장려상 신지현 7 GS건설 어린이집 7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신지호 10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 4학년 4반 광주 광산

장려상 신지환 7 연세초등학교 2학년 나래반 충남 세종시

장려상 신하늘 9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신하유 7 명덕초등학교 1 그 아이 창작소 서울 강동구

장려상 신하준 6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신현서 7 서울미아초등학교 1 1학년 꿈에서그린그림 서울,성북구

장려상 심아영 6 대구 인지 초등학교 1학년 3반 대구 북구

장려상 심연우 7 정덕초등학교 1학년 2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심예지 9 청수초등학교  2학년 3반 경기 김포

장려상 심재찬 6 원더랜드 기쁨 스토리 미술 전남 순천

장려상 심주원 7 서울보라매초등학교 1학년 7반 서울 동작구

장려상 안나 벤수성 6 하비에르 국제학교 CP, 1학년 라흐드 비브르 경기 의정부시

장려상 안나경 11 금교초등학교 5-1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안서영 5 랭콘유치원 경기 평택시

장려상 안서은 8 원명초등학교 1학년 4반 서울 서초구

장려상 안선율 8 김포하늘빛 초등학교 2학년 안녕미술교습소 경기 김포

장려상 안성빈 5 7세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장려상 안소윤 7 서이초등학교 1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장려상 안소율 6 테리앤제니 유치원 미술로생각하기 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장려상 안소율 8 해밀 초등학교 1학년 4반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안은호 9 늘푸른초등학교 3학년 3반 예뜰아트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안재상 6 앨리트리 서울 서초구

장려상 안주연 5 보라매초등학교 5학년 1반 서울 동작구

장려상 안지미 7 고헌초등학교 2학년7반 울산 북구

장려상 안지민 9 용인시 상현초등학교 3학년 5반 경기 용인 수지

장려상 안지율 8 도산초등학교 1학년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장려상 안지황 6 예꿈자연어린이집 열매반 물감선생님의 아뜰리에 경기 광주

장려상 안지훈 6 폴리어학원 라쿤반 경북 구미

장려상 양서원 7 폴리영어유치원 경북 구미

장려상 양서윤 6 하탑초 유치부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양시윤 6 맘에든유치원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장려상 양원혜 8 명일초등학교 2 그 아이 창작소 서울 강동구



장려상 양지민 8 새샘초등학교 2학년 8반 그림in세상 충남 천안

장려상 양지성 8 용원 초등학교 1학년 1반 서울 노원구

장려상 양지현 8 라온초 1학년4반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장려상 양채린 8 서산 서남초 2ㅡ3 충남 서산

장려상 어준 9 화랑초등학교 3학년 2반 서울 중랑구

장려상 어지현 7 상주중앙초등학교 1학년 3반 경북 상주

장려상 엄서진 8 경인초 1-5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장려상 엄신희 7 바스키즈미술학원 1학년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엄지희 8 정자초등학교 1-3 소호미술센터 경기도 수원

장려상 엄채원 8 성남 여수초등학교 2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장려상 여나윤 12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염리원 5 시립한별어린이집 열매반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예건우 8 서산 부춘초 2ㅡ5반 충남 서산

장려상 오민서 7 청곡초등학교 1학년 예솔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오민호 7 제주해안초등학교 2학년 1반 제주시

장려상 오서하 9 청곡초등학교 3학년 예솔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오세진 8 매탄초등학교 3학년 1반 경기도 수원

장려상 오수영 11 계성초등학교 5학년 코끼리를삼킨보아뱀 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오승유 11 석성초등학교 4학년4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오시영 7 서울 중대부속 초등학교 1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장려상 오아율 8 푸른초등학교 1,3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장려상 오연우 10 신학초등학교 3학년3반 서울 도봉구

장려상 오윤찬 7 김포 청수 초등학교 1학년 안녕미술교습소 경기 김포

장려상 오은지 9 돌마초등학교 3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장려상 왕라온 8 서울 세명 초등학교 3학년 산반 서울 강남구

장려상 왕은채 9 대도초 2-4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왕하온 6 서울 세명 유치원 7세 햇빛반 서울 강남구

장려상 우민채 10 장암초등학교4학년1반 경기 의정부시

장려상 우성찬 10 수영초등학교 4-1 알록달록미술교육원 경기 화성시

장려상 우연재 8 대도초 1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우예린 9 남호초등학교 3학년 6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우준혁 8 김포호수초등학교 3학년 4반 경기 김포

장려상 원서우 6 SMK 6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원지민 8 산내 초등학교 2학년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장려상 원지원 5 죽림초등학교 4학년 5반 경남 통영

장려상 위서연 10 언남초 3-6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위유주 10 촉석초등학교 3학년1반 황금사과미술교습소 경남 진주

장려상 위지원 5 광양제철유치원 나무반 전남 광양

장려상 유가을 12 통일초등학교 6학년 그리미네미술교실 경기도 파주시

장려상 유나엘 8 현촌초등학교 2학년 6반 경기 평택시

장려상 유나윤 9 원명초등학교 3학년 아뜰리에 서울 서초구

장려상 유다원 11 교대부속초등학교 5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장려상 유민 10 부천부흥초등학교 4학년2반 스케치북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유민서 12 어정초등학교 5학년5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유연주 10 경주 금장초등학교 5학년 4반 경북 경주

장려상 유완우 5 이화유치원 가우디반 젤리아트 미술 울산 남구

장려상 유정원 10 대전새여울초 3학년 젊은평 대전 대덕구

장려상 유주헌 10 원명초등학교 4학년 아뜰리에 서울 서초구

장려상 유준민 9 서울신성초등학교 3학년4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장려상 유지우 8 용인현암초등학교 3학년4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장려상 유지효 8 서산 서남초등학교 2학년 3반 충남 서산

장려상 유초아 9 양명초등학교 2학년 1반 애플미술 서울 양천구

장려상 유해람 8 서울양천초등학교 2학년 4반 서울 강서구

장려상 유현빈 6 월드유치원 푸른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장려상 유현진 8 서울원명초등학교, 2학년4반 서울 서초구

장려상 윤규상 7 연지초등학교 2학년 2학년 미술로 생각하기 중계센터 서울 노원구

장려상 윤다휘 9 용인대덕초등학교 3학년4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장려상 윤도연 8 미르초등학교 2-라온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장려상 윤도하 6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윤라온 8 서현초등학교 2학년3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윤서하 6 ECC유치원 경기 화성시

장려상 윤서현 9 대구한샘초등학교 2학년 1반 민아트미술학원 대구 달서

장려상 윤서희 9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3학년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윤승찬 5 6세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윤시연 10 서울성동초등학교 3학년 3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윤예빈 7 옥정초 2학년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장려상 윤예진 8 서울시흥초등학교 3-3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윤은솔 5 성균관유치원 모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장려상 윤준서 7 남호초등학교 1학년 1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윤지효 7 김포 청수 초등학교 1학년 7반 안녕미술교습소 경기 김포

장려상 윤채린 7 대구월배유치원 대구 달서



장려상 윤채영 7 수양초등학교 1학년,1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장려상 윤채이 6 7세반 푸른솔 미술학원 경기도 수원

장려상 윤하연 7 바다유치원 경기 안산시

장려상 윤하연 7 운천초등학교 1학년3반 충북 청주

장려상 윤해슬 6 ECC영어유치원 ECC 마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장려상 윤현서 9 대도초 2-7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윤혜린 11 태전초등학교 4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장려상 이가연 6 그아이창작소 예술학교반 그아이창작소 서울 강동구

장려상 이가연 9 안말 3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이가연 9 백산초등학교 2학년3반 부산 진구

장려상 이가온 6 PSA유치원 드래곤반 부산 해운대

장려상 이가윤 6 약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즐거운반 경기 부천

장려상 이건후 7 인천 해원초등학교 1학년1반 스케치북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이건후 11 초당초 5학년 1반 동백C&C 미술교육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이경준 8 전주 양현초등학교 2학년 6반 전북 전주

장려상 이고은 10 원중초등학교 4학년1반 경기 고양

장려상 이나경 7 옥길산들초등학교 1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이나율 5 동화나라유치원 6세. 만5세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장려상 이다연 8 인천명선초등학교 2학년3반 홍선생미술 인천 연수구

장려상 이다연 6 남양초등학교 1학년 4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장려상 이다원 10 내정초등학교 4학년 2반 예뜰아트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이다은 10 옥길버들초등학교 3학년 3반 경기 부천

장려상 이다은 9 정자초등학교 2-3 소호미술센터 경기도 수원

장려상 이다은 8 남호초등학교 2학년 3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이다은 6 서산 숲속어린이집 숲반 충남 서산

장려상 이다희 10 주양초등학교 4-2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장려상 이도윤 9 이매초 3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이도윤 5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이도윤 10 남호초등학교 4학년 3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이도윤 7 유촌초등학교 1학년3반 아트모마 광주 남구

장려상 이도현 5 어울초2학년 경기 안성시

장려상 이동하 8 석현초등학교 2학년 4반 안다미술 경기도 수원

장려상 이동현 6 풀빛어린이집 행복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장려상 이로이 7 서울 대치초등학교 1학년4반 서울 강남구

장려상 이민영 6 침산초등학교 1학년 7반 대구 북구

장려상 이서림 6 라엘어린이집 7살,열매나무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장려상 이서연 7 인천신정초등학교 1학년3반 홍선생미술 인천 연수구

장려상 이서연 9 울산신정초등학교 2학년 4반 울산 남구

장려상 이서영 7 명덕초등학교 1 그 아이 창작소 서울 강동구

장려상 이서윤 6 서울 노원구

장려상 이서윤 10 통일초등학교 4학년 그리미네미술교실 경기도 파주시

장려상 이서은 7 개미유치원 다송반 민아트미술학원 대구 달서

장려상 이서인 10 연은초등학교 4학년4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장려상 이서현 11 서일초등학교 5학년 아뜰리에 서울 서초구

장려상 이서현 8 서울시흥초등학교 2-1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이선민 7 서울아카데미,1학년,A반 서울 강남구

장려상 이설 6 인천마전초등학교1-5 인천 서구

장려상 이설아 6 유치부 씽크앤아트 그림이야기 경남 창원

장려상 이소미 5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이소연 8 남양초등학교 2학년 6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장려상 이소영 11 현촌초등학교 5학년 6반 경기 평택시

장려상 이소윤 5 포항제철유치원 한아름느티나무반 경북 포항

장려상 이소율 7 예솔미술학원 1학년 예솔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이소율 6 부산 사상

장려상 이수 8 광교호수초등학교 2학년 1반 경기도 수원

장려상 이수민 12 동해중앙초등학교 6학년 3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이수민 7 한솔초등학교 1-라온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장려상 이수민 7 솔리유치원 오페라반 민아트미술학원 대구 달서

장려상 이수빈 7 이매초 1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이수호 9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이승아 8 상모초등학교, 1학년, 3반 경북 구미

장려상 이승연 10 대구유가초등학교 4학년7반 별에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장려상 이승윤 7 묘동유치원 7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이승헌 9 노변초등학교 3학년1 참예쁘다미술 대구 수성

장려상 이승현 10 서울상현초등학교 3학년 구름반 행복미술 서울 동작구

장려상 이승현 9 거제초등학교 3학년 3반 부산 연제

장려상 이시아 8 서울시흥초등학교 2-1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이시연 8 남곡초등학교 2학년 8반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이시연 7 대전새여울초 1학년 젊은평 대전 대덕구

장려상 이시온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장려상 이시우 10 오룡초등학교 4학년 목포영렘브란트미술교육원 전남 목포



장려상 이시원 9 효덕초등학교 3학년 아트모마 광주 남구

장려상 이시율 5 홍익대학교 사범 부속유치원 연두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장려상 이시은 6 화산성민유치원 행복반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이시현 8 송북초등학교 1학년 2반 경기 평택시

장려상 이시형 5 W키즈 어린이집 뉴튼반 아르떼홍익미술학원 광주 광산

장려상 이시훈 10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이아진 8 신장초등학교 3학년3반 토토로미술 경기 하남

장려상 이연서 7 연촌초등학교 2 2학년 4반 미술로 생각하기 중계센터 서울 노원구

장려상 이연서 10 옥길 버들초등학교 4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이연재 7 정덕 초등학교 1학년 7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이연지 8 왕방초등학교 2학년 3반 경기 포천시

장려상 이연희 8 천동초등학교 1학년 꿈고래미술교습소 서울 강동구

장려상 이영서 11 신기초등학교 5학년2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장려상 이예나 6 천사유치원 7세.만6세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장려상 이예린 6 삼성유치원 사슴반 서울 은평구

장려상 이예린 9 대구명곡초등학교 2학년3반 대구 달성

장려상 이예린 6 홍익어린이집 전남 여수

장려상 이예솔 7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이예슬 9 한솔초등학교 3-가람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장려상 이예승 8 개일초 1-1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이예준 9 동진초등학교 2학년2반 수 미술  교습소 경남 진주

장려상 이예진 6 바스키즈미술학원 7세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이예진 6 리틀솔로몬 어린이집 경북 포항

장려상 이예찬 8 잠동초등학교1학년2반 서울 송파구

장려상 이원규 11 여의도초등학교 5학년5반 서울 영등포구

장려상 이유건 7 RISE 7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이유빈 9 신서초등학교 2학년 7반 애플미술 서울 양천구

장려상 이유빈 6 조남유치원 만5세반 해보름반 이유빈 경기 시흥시

장려상 이유정 11 대전성모초등학교 5학년3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장려상 이유주 6 대구참꽃직장어린이집 나린반 별에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장려상 이유진 8 남호초등학교 2학년 3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이유찬 6 서울 플라토유치원 서울 종로구

장려상 이유찬 6 왕십리하나어린이집 서울 성동구

장려상 이윤서 12 을지 초등학교 5-8 서울 노원구

장려상 이윤서 9 잠신초등학교 4학년 5반 서울 송파구

장려상 이윤서 10 하탑초 4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이윤성 9 서울 언주초등학교 4학년 6반 서울 강남구

장려상 이윤아 11 서울미아초등학교 5 5학년 꿈에서그린그림 서울,성북구

장려상 이윤찬 7 서울길음초등학교 1 1학년 꿈에서그린그림 서울,성북구

장려상 이은서 5 바스키즈미술학원 6세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이은서 8 포천초등학교 2학년 3반 경기 포천시

장려상 이은서 8 옥길버들초등학교 2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이은서 6 홈스쿨링 경북 구미

장려상 이은지 10 옥길버들초등학교 4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이의찬 9 화랑초등학교 2학년 서울 노원구

장려상 이재완 6 RISE 6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이재용 8 중화초등학교 1학년 5반 서울 중랑구

장려상 이재윤 10 능동초등학교 4학년 2반 박나은 미술 경기 화성시

장려상 이재인 6 바스키즈미술학원 7세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이재인 10 직지초등학교 3-2 충북 청주

장려상 이재준 9 가람초등학교2-8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이정우 9 서울 경기초등학교 2학년 홍익아트 서대문 서울 서대문구

장려상 이정원 5 한성유아학교 소담반 서울 노원구

장려상 이정원 8 서현초등학교 2학년4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이정현 10 대구 동인초 4학년3반 대구 수성

장려상 이주하 7 서울양진초등학교 1학년 6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이준영 9 안양부흥초등학교 4학년 6반 경기 안양

장려상 이준영 9 광양 덕례 초등학교 2학년1반 스토리 미술 전남 순천

장려상 이지민 8 안말 2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이지민 11 대전버드내초등학교 5학년7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장려상 이지아 8 거제상동초등학교 1학년 5반 경남 거제

장려상 이지안 8 서울 은석초등학교 2학년 1반 서울 동대문구

장려상 이지용 9 선일초등학교 3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장려상 이지용 7 봉현초등학교 1학년 3반 서울 관악구

장려상 이지우 9 대도초 2-6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이지우 9 수내초등학교 3학년3반 안다미술 경기도 수원

장려상 이지우 8 남곡초등학교 2학년1반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이지우 6 현대일신유치원 늘푸른반 부산 연제

장려상 이지원 10 서현초등학교 4학년1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이지유 7 서울태랑초등학교, 2학년, 6반 서울 노원구

장려상 이지유 10 서울외국인학교 5학년 아트풀 서울 강남구



장려상 이지유 7 옥길버들초등학교 1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이지윤 7 선일초등학교 1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장려상 이지혁 8 서현초등학교 2학년6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이지훈 10 원명초 3학년 4반 서울 서초구

장려상 이진솔 9 주양초등학교 3-3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장려상 이찬우 9 대도초 2-4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이채원 8 서울염창초등학교 3학년 5반 서울 강서구

장려상 이채원 11 남호초등학교 5학년 4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이채윤 8 대구 영신 초등학교 1학년 4반 대구 동구

장려상 이채윤 8 대구유가초등학교 2학년6반 별에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장려상 이채은 7 동성초등학교 1학년,3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장려상 이채이 7 양진초등학교 1학년 7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이태랑 9 왕산초등학교 3학년 2반 경기 용인 처인구

장려상 이태은 9 서이초교, 3학년 3반 서울 서초구

장려상 이태화 9 수양초등학교 3학년,1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장려상 이하늬 7 용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세 최성은미술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이하람 7 청곡초등학교 1힉년 예솔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이하랑 8 푸른초등학교 1학년1반 샤갈의아이들 미술 경기 화성시

장려상 이하엘 5 미취학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장려상 이하윤 6 서울강신초등학교 1-5 서울 강서구

장려상 이해린 7 꽃동산 유치원 경북 포항

장려상 이해민 6 그린반 미술로 생각하기 대구칠곡센터 대구 북구

장려상 이해솔 6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이해인 11 명덕초등학교 5 그 아이 창작소 서울 강동구

장려상 이해준 7 서초초등학교 1학년 서울 서초구

장려상 이현서 9 도성초 2-4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이현승 6 도산병설유치원 7세. 만6세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장려상 이현준 7 북삼초등학교병성유치원, 꽃잎반 경북 구미

장려상 이혜나 6 국회제3어린이집 푸늘하늘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장려상 이호민 5 없음 서울 마포구

장려상 이호준 8 상품초등학교 3학년 1반 경기 여주

장려상 이호준 7 대전천동초등학교, 1학년3반 대전 동구

장려상 이호준 11 SJA제주 초등학교/5학년/R반 제주 서귀포

장려상 이효윤 6 의귀초등학교 (제주도 서귀포시) 1학년 1반 제주 서귀포

장려상 임고은 8 서울구의초등학교 2학년 1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임도연 7 서울오금초등학교 1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장려상 임도윤 8 제주 영평초등학교 2학년 1반 제주시

장려상 임동규 7 황성초등학교 1학년2반 놀작마이아트경주용황 경북 경주

장려상 임라희 7 경주황남초등학교 1학년1반 놀작마이아트경주용황 경북 경주

장려상 임사랑 5 7세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장려상 임서균 8 현촌초등학교 2학년 경기 평택시

장려상 임서아 7 바스키즈미술학원 1학년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임서하 6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임서하 7 폴리유치원 경북 김천

장려상 임서하 9 주양초등학교 3-3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장려상 임승환 10 원명초등학교 4학년 아뜰리에 서울 서초구

장려상 임윤아 8 송현초등학교 1학년 5반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장려상 임채언 6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7세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임현서 5 . 요미요미광주풍암 광주 서구

장려상 임혜린 8 서울시흥초등학교 2-4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장다율 8 야탑초등학교 2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장려상 장서우 6 선일유치원 모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장려상 장서원 5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꿈행복반 홍선생미술 인천 연수구

장려상 장서윤 10 돌마초 4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장서진 5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꿈행복반 홍선생미술 인천 연수구

장려상 장서현 8 바스키즈미술학원 2학년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장서희 11 충현초등학교 5-1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장려상 장아영 7 빛여울초등학교 / 1학년 / 4반 광주 남구

장려상 장여은 9 광정초등학교 3학년 1반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장려상 장예서 10 도련초등학교 3학년5반 민숙현미술과외 제주시

장려상 장유준 7 인천박문초등학교 1학년1반 홍선생미술 인천 연수구

장려상 장윤서 10 옥길버들초등학교 3학년2반 디자인 그리고 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장윤하 7 가현초등학교 2힉년 4반 경기 김포

장려상 장은서 7 하탑초 1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장은서 7 서울오금초등학교 1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장려상 장인오 11 청아초등학교 4학년 1반 경기 하남

장려상 장재화 5 KOC K4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장정윤 6 . 요미요미광주풍암 광주 서구

장려상 장주연 11 지도초등학교 5-4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장려상 장채은 9 광주문정초등학교 2학년 1반 광주 북구

장려상 장현준 10 한양초등학교 4학년 2반 서울 광진구



장려상 장형우 7 경주황남초등학교 1학년4반 놀작마이아트경주용황 경북 경주

장려상 장화인 8 중산초등학교 3-4 조정윤미술 울산 북구

장려상 전민정 7 부천남초등학교 1학년3반 스케치북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전상연 11 새미래초 5-3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장려상 전선우 8 다산한강초 1.3반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전성빈 9 상명초등학교 2학년 서울 노원구

장려상 전아린 8 남양초등학교 2학년 2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장려상 전예은 10 수영초등학교 4-4 알록달록미술교육원 경기 화성시

장려상 전예은 10 수영초등학교 4-1 알록달록미술교육원 경기 화성시

장려상 전지원 11 신천초등학교,4학년2반 서울 송파구

장려상 전지은 8 청암 초등학교 1학년 6반 크리아트 파주 가람원 경기도 파주시

장려상 전지은 7 양지초등학교 1학년 2반 경기 안양

장려상 전태현 9 하탑초 3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전하랑 8 김포금빛초등학교 3학년 10반 24번 경기 김포

장려상 전하랑 8 서산 서남초2학년 6반 충남 서산

장려상 전하율 8 한마음 초등학교 1,7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장려상 전형준 7 황남초등학교 1학년8반 놀작마이아트경주용황 경북 경주

장려상 전혜수 7 용인 이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세 최성은미술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전효연 6 서울구암초등학교 1학년 7반 서울 관악구

장려상 정가영 5 마카롱미술학원 대구 동구

장려상 정기쁨 5 새롬미술학원, 여수튼튼어린이집, 만5세 전남 여수

장려상 정다인 11 동진  초등학교 4학년  1반 수 미술  교습소 경남 진주

장려상 정도원 7 광주광역시 송원초등학교 1학년3반 광주 남구

장려상 정민서 9 서울원명초등학교 3학년5반 서울 서초구

장려상 정민찬 6 바스키즈미술학원 1학년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정새솔 9 송림초등학교, 3학년 2반 경기 광주

장려상 정서우 7 여의도 초등학교 1학년 6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장려상 정서우 6 성남화랑초등학교 1학년 3반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정서윤 8 서울오정초등학교2학년2반 서울 구로구

장려상 정서은 8 옥길버들초등학교 1학년8반 디자인 그리고 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정선호 7 라온제나 어린이집 부산 강서

장려상 정설리 9 큰별초등학교 3-5 아르떼홍익미술학원 광주 광산

장려상 정세아 8 인천 예송초등학교 2학년 7반 인천 연수구

장려상 정소민 10 안성 어울초등학교 4학년 3반 경기 안성시

장려상 정소율 8 봉래초등학교 2학년 홍선생미술  성동중구지사 서울 성동구

장려상 정소율 7 남양초등학교 1학년 1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장려상 정수린 8 서울가재울초등학교 3학년 마루반 서울 서대문구

장려상 정수빈 8 오룡초등학교 2학년3반 목포영렘브란트미술교육원 전남 목포

장려상 정수현 10 하탑초 4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정시율 9 천호초등학교 2학년 꿈고래미술교습소 서울 강동구

장려상 정아현 9 성당초등학교 2학년 1반 대구 달서

장려상 정연우 10 양덕초등학교 4학년6반 그린이 경남 창원

장려상 정예랑 6 바스키즈미술학원 7세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정예린 10 한솔초등학교 4-다솜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장려상 정예린 6 보노유치원 6세 토성반 대구 수성

장려상 정예서 9 이담초등학교 2-보람 다원화가놀이터 경기도 동두천

장려상 정예원 6 PSA유치원 드래곤반 부산 해운대

장려상 정예찬 11 서울금북초등학교 4학년 5반 서울 성동구

장려상 정유진 11 미르초등학교 5-나래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장려상 정윤서 10 연은초등학교 5학년2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장려상 정윤지 6 유치원 7세반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장려상 정재인 7 RISE 7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정재인 9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정제휘 10 봉은초등학교 4학년 코끼리를삼킨보아뱀 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정지윤 9 정남초등학교 2학년 2반 경기 화성시

장려상 정지호 7 유촌초등학교 1학년 4반 아트모마 광주 남구

장려상 정지훈 7 ECC 7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정채이 9 한솔초등학교 3-마루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장려상 정하윤 8 대도초 1-1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정하윤 8 새샘초등학교 2학년3반 그림in세상 충남 천안

장려상 정하율 7 꿈꾸는모모미술학원 / 유치부 대구 달서

장려상 정하은 7 서당초등학교 1학년 4반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정혜인 7 서욽탑동초등학교 2-2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조가은 11 안말 5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조나연 10 김해구지초등학교4학년8반 경남 김해

장려상 조민서 7 대전새여울초 1학년 젊은평 대전 대덕구

장려상 조민소 7 황남초등학교 1학년2반 놀작마이아트경주용황 경북 경주

장려상 조민재 8 서울옥정초등학교2학년5반 서울 성동구

장려상 조서연 7 돈암 초등학교 1학년 4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조서은 6 러닝트리 6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조성혁 7 서울보라매초등학교 1학년 4반 서울 동작구



장려상 조성호 8 대도초 1-2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조송이 12 광사초 6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장려상 조수아 7 하탑초 2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조수아 10 동백초등학교 3학년6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조아라 7 강신초등학교 1-4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장려상 조아영 8 갈현초등학교 2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장려상 조예림 7 부천남초등학교 1학년2반 스케치북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조우빈 8 양진초등학교 2학년 8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조유라 7 새여울초 1학년 젊은평 대전 대덕구

장려상 조유안 8 여의도 초등학교 2학년 5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장려상 조유찬 5 샘말병설유치원/가온샘반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조윤서 7 구남초등학교 1학년 4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조율 9 정덕 초등학교 3학년 3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조은서 7 서울신흥초등학교 1-3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조은준 10 안말 4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조인우 9 현암초등학교 2학년 아트트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장려상 조재인 7 오마초등학교 1학년 5반 경기 고양

장려상 조하연 6 꽃무지풀무지유치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조하정 5 -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장려상 조해림 8 서울오금초등학교 2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장려상 조현민 11 광주교대부설초 5-3 광주 북구

장려상 조현우 9 강신초등학교 3-3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장려상 조현준 7 광주조봉초 1-3 광주 북구

장려상 조혜림 7 부천남초등학교 1학년2반 스케치북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주아인 8 서울양천초등학교 2학년 1반 서울 강서구

장려상 주아인 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산초등학교 3학년 1반 제주 서귀포

장려상 주연우 7 리플하바유치원 바흐2반 광주 서구

장려상 주예린 8 남호초등학교 2학년 2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주지안 6 아랑 유치원 즐거운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주현서 9 잠동초등학교,2학년1반 서울 송파구

장려상 주현우 7 서울보라매초등학교 1학년 6반 서울 동작구

장려상 지시현 10 동암초등학교,4학년4반 경기 의정부시

장려상 지유준 9 3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지은교 10 하탑초 4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지현서 7 정덕 초등학교 1학년 5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진선유 8 동평초등학교 1학년 젤리아트 미술 울산 남구

장려상 차정우 7 서울버들초등학교 1학년 다정한반 서울 송파구

장려상 차주아 6 정어린이집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장려상 채루비 8 파주시 운정초등학교 1학년 3반 경기도 파주시

장려상 채소흔 8 광사초 2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장려상 채윤하 11 은빛초등학교 5-3 아르떼홍익미술학원 광주 광산

장려상 천정아 9 대전신평초등학교 3학년2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장려상 천제인 5 미취학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장려상 천혜영 9 중산초등학교 3-1 조정윤미술 울산 북구

장려상 최다훈 10 순천 왕운 초등학교 3학년1반 스토리 미술 전남 순천

장려상 최린호 7 정덕 초등학교 1학년 3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최서연 6 바스키즈미술학원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최서연 9 서울아카데미 3학년 푸르지오 교습소 서울 송파구

장려상 최서유 8 현암초등학교 2학년 2반 경기 용인 수지

장려상 최송연 8 한아람초등학교 1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장려상 최수정 9 중탑초등학교 2학년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최슬아 5 중산병설유치원 * 조정윤미술 울산 북구

장려상 최시연 7 학동초등학교 1학년 5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장려상 최아영 6 서울금나래초등학교 1-4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장려상 최연우 8 남호초등학교 2힉년 3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최연우 8 대전신평초등학교 2학년 4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장려상 최예나 7 해운대 초등학교 1학년 4반 부산 해운대

장려상 최유슬 7 이매초 1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최윤 5 이바유치원  세종반 대구 수성

장려상 최윤하 7 수양초등학교 1학년,1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장려상 최은서 8 정덕초등학교 2학년 3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최인서 7 유치부 서울 양천구

장려상 최일유 8 중앙초등학교 2학년 5반 예인미술학원 강원 강릉시

장려상 최정인 7 서울구암초등학교 1힉년 9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장려상 최제의 11 서울세륜초등학교 5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장려상 최지민 10 송정초등학교4학년1반 부산 강서

장려상 최지우 10 태성초등학교 3학년 8반 경기 광주

장려상 최지원 11 서산 서남초 5학년3반 충남 서산

장려상 최지율 11 옥길버들초등학교 4학년7반 디자인 그리고 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최지한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장려상 최하린 11 성동초등학교 5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장려상 최하은 9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4학년 1반 23번 광주 서구

장려상 최현서 5 둔촌유치원 서울 강동구

장려상 최현지 9 중앙초등학교 3학년 1반 예인미술학원 강원 강릉시

장려상 추예린 8 중앙초등학교 2학년 5반 예인미술학원 강원 강릉시

장려상 추윤희 8 진영대흥초등학교 1학년 4반 경남 김해

장려상 표가은 7 남양초등학교 2학년 2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장려상 하늘 8 광성드림학교 3학년 드림반 경기 고양

장려상 하신유 11 서울송정초등학교,4학년6반,하신유 서울 강서구

장려상 하연재 8 바스키즈미술학원 2학년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장려상 하예준 10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하지우 6 그린반 미술로 생각하기 대구칠곡센터 대구 북구

장려상 한다은 10 석성초 4학년 6반 동백C&C 미술교육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한민채 7 성남여수초등학교 1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장려상 한연서 9 한마음초 2,2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장려상 한예슬 12 다산한강초 5.1반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한재희 9 대구한샘초등학교 2학년 4반 민아트미술학원 대구 달서

장려상 한지민 8 선일초등학교 2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장려상 한지연 6 덕암유치원 7세반 젊은평 대전 대덕구

장려상 한지유 7 지도초등학교 1-4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장려상 한지윤 9 서울 한양초등학교 3학년 3반 서울 강남구

장려상 한채아 7 정덕 초등학교 1학년 2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한채원 8 행현초등학교 3학년 2반 서울 성동구

장려상 함유림 11 동탄중앙초등학교 5학년 5반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함혁주 7 한솔어린이집 7세 황금사과미술교습소 경남 진주

장려상 허고은 6 동성유치원 보라반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장려상 허산 8 옥길버들초등학교 1학년 3반 디자인 그리고 미술학원 경기 부천

장려상 허성원 9 한아람초등학교 2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장려상 허성한 9 Dulwich school 3학년 아트풀 서울 강남구

장려상 허정윤 10 성동초등학교 4학년  1반 예뜰아트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허제인 8 중앙초등학교 2학년 5반 예인미술학원 강원 강릉시

장려상 허지안 10 태성초등학교 3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장려상 허지원 7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7세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장려상 허하윤 7 봉은초등학교 1학년1반 코끼리를삼킨보아뱀 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장려상 허효주 6 하버드어린이집 천재2반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장려상 현지우 10 부인초등학교 4학년 1반 경기 부천

장려상 현희재 7 리라초등학교 1학년 2반 Art Lab 서울 용산구

장려상 홍동현 7 정덕 초등학교 1학년 5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홍라온 8 전주양현초등학교 2학년5반 전북 전주

장려상 홍서희 8 신상도 2학년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장려상 홍수연 6 경남정보대학부속유치원 무궁화반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장려상 홍예원 11 서울장수초등학교 4학년 2반 서울 양천구

장려상 홍은상 7 하탑 1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황도휘 6 모인유치원 새빛반 물감선생님의 아뜰리에 경기 광주

장려상 황서아 10 태성초등학교 4학년 7반 경기 광주

장려상 황서영 8 은평초등학교 2학년 2반 서울 은평구

장려상 황서현 7 삼현초등학교 1학년 아트앤하트 민락 경기 의정부시

장려상 황수민 9 을지초등학교 2학년 1반 서울 노원구

장려상 황수민 9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장려상 황수빈 11 정덕초등학교 5학년 2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황시현 8 늘푸른초등학교 2학년 4반 예뜰아트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황예온 6 한림유치원 부산 동구

장려상 황예훈 6 돌샘유치원 서울 강동구

장려상 황유라 5 현대유치원 풀잎반 서울 관악구

장려상 황유빈 6 가람어린이집 풀빛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장려상 황유주 7 남호초등학교 1학년 3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장려상 황윤채 8 하탑초 2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장려상 황인우 7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1학년 경기 남양주시

장려상 황재인 8 파주 지산초등학교 3학년3반 경기도 파주시

장려상 황지원 9 초당초 3학년 2반 동백C&C 미술교육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장려상 황현아 8 은빛초등학교 2-5 아르떼홍익미술학원 광주 광산

입선 감다희 9 석성초등학교 2학년3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감준상 6 라이즈유치원(어학원) 관악브랜치/ Bert반 서울 관악구

입선 강건우 10 상품초등학교 4학년 1반 경기 여주

입선 강다연 6 금곡초병설유치원 푸른하늘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입선 강다윤 8 삼정자초등학교 2학년6반 경남 김해

입선 강다인 8 서울중대초등학교2학년4반 서울 송파구

입선 강다인 9 뮤아센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강라현 8 중산초등학교 3-7 조정윤미술 울산 북구

입선 강리우 5 . 요미요미광주풍암 광주 서구

입선 강서연 7 신상도 1학년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강세아 5 동산유치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강연후 8 동백초등학교 1학년8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강영진 7 광안초등학교 2학년 2반 부산 수영

입선 강예빈 10 한마음초등학교 4-4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강원희 9 정동초등학교 3학년,2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입선 강윤지 6 청운유치원 6세반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입선 강율리 8 성남 여수초등학교 2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강정우 8 분당초등학교 1학년 2반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강주원 6 서울가동초 1학년 5반 서울 송파구

입선 강주호 11 대구용천초등학교 4학년 4반 민아트미술학원 대구 달서

입선 강지성 9 청곡초등학교 3학년 예솔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강지우 10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 빛가온초등학교 4학년 2반 경기 광명

입선 강지우 10 도련초등학교 3학년6반 민숙현미술과외 제주시

입선 강채원 9 분당초등학교 2학년 6반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강태희 9 진해신항초 2학년 씽크앤아트 그림이야기 경남 창원

입선 강푸른 8 칠원초등학교 2학년 2반 경남 함안

입선 강하늘 10 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경남 함안

입선 강현서 5 해나라유치원 모네반 대전 대덕구

입선 강현주 8 서울 신상도 초등학교 2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강현준 7 대전새여울초등학교 1학년 1반 대전 대덕구

입선 강현호 7 강신초등학교 1-1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강희재 9 서천초등학교 3학년 4반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고다경 8 현촌초등학교 2학년5반 경기 평택시

입선 고다송 7 서울송천초등학교1학년2반 서울 강북구

입선 고명서 6 광주광역시  리더스 유치원 7살 글로리아반 광주 광산

입선 고민서 8 전주한들초등학교 2학년 1반 전북 전주

입선 고서연 6 세륜병설유치원 하늘반 마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입선 고서율 5 폴리어학원 폴리어학원 6세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입선 고수빈 9 잠동초등학교2학년4반 서울 송파구

입선 고아라 7 광정초등학교 1학년 2반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입선 고예람 7 서산 서남초 1학년 4반 충남 서산

입선 고윤슬 6 꿈고래미술교습소 서울 강동구

입선 고윤아 5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고은별 8 서산 서남초등학교 2ㅡ2반 충남 서산

입선 고준 5 마포 위즈아일랜드 서울 마포구

입선 고지우 9 서울 잠일초등학교 4학년 6반 서울 송파구

입선 고현 10 성남여수초등학교 4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고혜원 5 파랑새유치원 5세반 젤리아트 미술 울산 남구

입선 공민선 10 동백초등학교 3학년2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공서현 6 꿈나래 어린이집 햇빛반(만5세반) 충북 충주

입선 공예빈 7 솔뫼초등학교 1학년 경기 의정부시

입선 공채은 10 동호초등학교 4학년 4반 푸르지오 교습소 서울 송파구

입선 곽민건 11 여수한려초등학교 4학년 2반 전남 여수

입선 곽수민 11 안말초 5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곽예준 7 정덕초등학교 1학년 1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곽재이 7 청덕초등학교2학년3반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구나윤 6 창의나무 어린이집 - 영재반 경기 군포시

입선 구나현 6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입선 구민채 5 해밀숲어린이집 경기 광주

입선 구보민 9 화봉초등학교3학년5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구서연 8 대천초등학교3학년2반 충남 보령

입선 구서정 9 수리초등학교 3학년2반 경기 군포시

입선 구수연 5 나리유치원 경기 용인 수지

입선 구승민 5 푸른강산어린이집 나무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구예원 10 중화초등학교 5학년 6반 서울 중랑구

입선 구유빈 7 두룡초등학교 1학년 1반 경남 통영

입선 구혜린 10 안양 호성초등학교, 3학년 5반 경기 안양

입선 국인성 7 김해대청초등학교 1학년 1반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입선 권민서 9 라온초 2학년9반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입선 권민준 7 이매초 1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권민지 5 아트소울 미술학원 유치부(6세(만5세))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입선 권서윤 5 힘찬어린이집 5세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입선 권승혁 9 정덕 초등학교 3학년 6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권연우 11 울산 야음초등학교 5학년 2반 울산 남구

입선 권예원 6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입선 권용범 6 연양초등학교 1학년 바름반 충남 세종시

입선 권용준 8 김포가현초2학년2반 경기 김포

입선 권유민 6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입선 권윤 10 인창초등학교4-1 경기 구리시

입선 권은정 7 동성초등학교 1학년,4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입선 권재희 11 해솔초 4학년4반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입선 권지윤 5 김해 숲속자연유치원 6세 나래반 경남 김해



입선 권태양 8 구산초등학교 2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입선 권태윤 9 동화초등학교 2학년 1반 경기 화성시

입선 권하은 9 인동초등학교 2학년3반 인동지역아동센터 경북 구미

입선 권호린 8 울산 야음초등학교 2학년 1반 울산 남구

입선 금산 7 폴리어학원 경북 구미

입선 기하영 8 안말 2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기하윤 8 금곡초등학교 1,1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길보은 11 한마음초등학교 5-6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김가란 10 정동초등학교 4학년,2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입선 김가민 9 상명초등학교 2학년 서울 노원구

입선 김가영 9 현촌초등학교 3학년 7반 경기 평택시

입선 김가예 9 서산 서남초 3학년 5반 충남 서산

입선 김가온 11 연은초등학교 5학년1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입선 김가온 7 산내초등학교 1학년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입선 김가율 8 부주초등학교 2학년 목포영렘브란트미술교육원 전남 목포

입선 김가은 8 서울숭덕초등학교 2학년 1반 서울,성북구

입선 김가은 10 태성초등학교4학년3반 경기 광주

입선 김가은 7 광정초등학교 1학년 1반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입선 김가을 10 양덕초등학교 4학년 5반 그림이 경남 창원

입선 김가현 10 야탑초 4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건우 7 희소유치원 7세 아트트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입선 김결 6 양수초등학교 1학년 2반 경기 양평

입선 김경태 6 라이즈유치원 몬트리올반 경기 고양

입선 김경현 7 주양초등학교 1-2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입선 김고은 6 서울우장초등학교 1학년 5반 서울 강서구

입선 김교린 6 동탄 숲 유치원 6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김교은 6 유치부 7세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규나 7 서울잠원초등학교 1학년 3반 서울 서초구

입선 김규리 9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입선 김규리 10 용죽초등학교 4학년 4반 경기 평택시

입선 김규리 7 성주초등학교 1학년 3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입선 김규민 9 서울시흥초등학교 3-3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김근형 9 이매초 3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나린 9 상명초등학교 2학년 서울 노원구

입선 김나린 8 대동초등학교 1학년 1반 경기 안산시

입선 김나린 8 대전버드내초등학교 2학년5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입선 김나연 8 서울 신상도 초등학교 2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김나연 7 부천남초등학교 1학년3반 스케치북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김나영 11 대구 반야월초등학교 5학년5반 대구 동구

입선 김나윤 9 서당초등학교 3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김나윤 8 학동초등학교 1,5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김나윤 10 해송초(부산)4학년3반 부산 해운대

입선 김나율 9 내정초등학교 2학년 5반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나현 6 영광유치원 하늘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김나현 10 하탑초 4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나현 8 파천 초등학교 2학년 1반 하늘스케치 미술학원 경북 청송

입선 김나희 8 삼정자초등학교 2학년6반 경남 김해

입선 김누리 8 함박초등학교2학년4반 경기 용인 처인구

입선 김다인 8 한마음초등학교 2-4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김다현 10 안말 4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다현 7 고헌초등학교 2학년 2반 울산 북구

입선 김다현 8 경도지역아동센터 / 월성초등학교 2학년 2반 경남 창원

입선 김단아 9 한마음초등학교 3-2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김단유 10 대전버드내초등학교 4학년6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입선 김담희 6 오미나미술학원 유치부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입선 김대영 9 푸른초등학교 2학년 샤갈의아이들 미술 경기 화성시

입선 김도연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김도연 7 한마음초등학교 1-7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김도원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김도윤 8 삼현초등학교 1학년 경기 의정부시

입선 김도윤 9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3학년 경기 남양주시

입선 김도윤 8 남곡초등학교 2학년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김도준 6 혜윰,존중 경기 화성시

입선 김도형 5 소하시립어린이집 꿈누리반 경기 광명

입선 김도환 8 보라매초등학교 2학년 7반 서울 동작구

입선 김도희 9 옥길버들초등학교 3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김동건 9 광주광역시 조봉초등학교 3학년5반 광주 남구

입선 김동률 9 하탑초 3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동운 10 촉석초등학교 3학년2반 황금사과미술교습소 경남 진주

입선 김라윤 6 유치부 유치부 7세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라윤 6 불곡초등학교 1학년 1반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라윤 6 부산창신초등학교 1학년 6반 부산 연제

입선 김라은 7 영본 1학년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김라희 6 부산창신초등학교 1학년 6반 부산 연제

입선 김려희 8 대구중앙초 2학년4반 대구 수성

입선 김로하 8 파주와석초 2학년4반 경기도 파주시

입선 김루아 6 서율명일유치원 6세 꿈고래미술교습소 서울 강동구

입선 김루아 7 김해대청초등학교 1학년1반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입선 김리아 8 옥암초등학교 2학년 목포영렘브란트미술교육원 전남 목포

입선 김리안 9 안산호원초등학교 4학년 3반 경기 안산시

입선 김리안 11 동래초등학교 4학년3반 부산 진구

입선 김리원 5 송양유치원 가온4반 경기 의정부시

입선 김리원 6 안산호원초등학교 1학년 1반 경기 안산시

입선 김명준 7 서울탑동초등학교 1-2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김명진 11 동막초등학교 4학년1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김민 11 신동초등학교,5학년9반 서울 서초구

입선 김민결 12 수영초등학교 5학년2반 경기 화성시

입선 김민서 10 서울행현초등학교 4학년 4반 서울 성동구

입선 김민서 8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2학년 경기 남양주시

입선 김민서 11 하탑초 5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민서 5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김민서 9 동백초등학교 2학년 8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김민서 7 용인백현초.1학년5반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김민솔 10 선린초등학교 3학년 4반 서울 강동구

입선 김민솔 7 종촌초등학교 1학년 마루반 3번  김민솔 충남 세종시

입선 김민아 8 늘푸른초등학교 2학년 1반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민아 7 한마음초등학교 1-7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김민영 6 어린이집 만6세반 리브로아르츠 송파지사 경기 광주

입선 김민율 5 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슬반) 경남 양산

입선 김민재 5 오렌지반 미술로 생각하기 대구칠곡센터 대구 북구

입선 김민주 10 오현 초등학교 4학년 3반 경기도 수원

입선 김민주 7 김해 대청초등학교 1학년1반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입선 김민준 6 영동제일 유치원 6세 코끼리를삼킨보아뱀 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김민준 5 전소연 아들 경기 고양

입선 김민준 6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6세 유치부 경기 남양주시

입선 김민준 10 하탑초 4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민준 9 옥길버들초등학교 3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김민중 6 대전 새여울초등학교 1학년 4반 대전 대덕구

입선 김민지 6 에덴유치원 맑은반(7세반) 서울 성동구

입선 김민지 11 목운초 4-1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입선 김민지 5 샛별어린이집 주황별반 마인드허그 경기 하남

입선 김민지 5 미래유치원 희망나무반 경기 부천

입선 김민지 8 용남초등학교 1학년 1반 경남 통영

입선 김민진 10 한가람 초등학교 3학년 3반 크리아트 파주 가람원 경기도 파주시

입선 김민찬 5 동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5세반 젤리아트 미술 울산 남구

입선 김민채 9 도성초 2-1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김민채 8 토월초등학교 3학년4반 경기 용인 수지

입선 김민채 7 중산초등학교 1-5 조정윤미술 울산 북구

입선 김별 7 한마음초등학교 1-7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김보현 9 오현 초등학교 3학년 2반 경기도 수원

입선 김봄 5 여수한빛어린이집 전남 여수

입선 김산 9 서울시흥초등학교 4-1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김산 6 회룡 초등학교 1학년 1반 라흐드 비브르 경기 의정부시

입선 김상윤 5 여의도 침례유치원 서울 영등포구

입선 김서연 9 성산초등학교 3학년 4반 서울 마포구

입선 김서우 7 다산아이리움어린이집 경기 남양주시

입선 김서우 12 한마음초등학교 6-1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김서윤 10 고양시 성사초등학교 3학년 5반 경기 고양

입선 김서윤 8 충현초등학교 2-3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입선 김서율 9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2학년 3반 충북 청주

입선 김서은 6 . 요미요미광주풍암 광주 서구

입선 김서인 8 돌마초등학교 1학년 3반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서정 5 솔빛유정유치원 솔빛유정유치원 아트앤하트 민락 경기 의정부시

입선 김서정 6 행복가득동화유치원, 아름드리반 경남 창원

입선 김서준 6 호동초등학교 1학년 라흐드 비브르 경기 의정부시

입선 김서준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김서진 6 오금초등학교 1학년 4반 서울 송파구

입선 김서진 7 역삼어린이집 서울 강남구

입선 김서진 9 옥길버들초등학교 2학년5반 디자인 그리고 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김서진 5 6세 어린이집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입선 김서하 6 코렘어학원 7세반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입선 김서하 11 김해구지초등학교5학년4반 경남 김해



입선 김서현 8 한마음초등학교 2-7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김서현 8 옥련초등학교 1학년 2반 인천 연수구

입선 김선균 11 위례푸른초등학교 4학년 2반 경기 성남 수정

입선 김선우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김선우 9 효자초등학교 3학년 4반 경기 용인 수지

입선 김선주 7 서이초등학교 3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입선 김선하 9 서울오금초등학교 3학년 4반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입선 김성준 8 대도초 1-8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김세령 8 정덕 초등학교 2학년 5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김세령 10 인천청라 초등학교 3학년10반 인천그림나무 인천 서구

입선 김세령 6 부산 사상

입선 김세린 8 고양 화정 초등학교 2학년 5반 미그림 미술학원 경기 고양

입선 김세빈 9 낙민초등학교(일산동구) 3학년 1반 경기 고양

입선 김세윤 7 여의도 초등학교 1학년 5반 서울 영등포구

입선 김세은 7 남양초등학교 1학년 1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입선 김세은 10 남양초등학교 4학년 7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입선 김세찬 7 충남 두마초등학교 1학년2반 충남 계룡

입선 김세훈 7 남양초등학교 1학년 2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입선 김소미 8 정덕초등학교 2학년 2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김소민 5 천사유치원 6세.만5세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입선 김소윤 9 천동초등학교 2학년 꿈고래미술교습소 서울 강동구

입선 김소윤 8 인지초등학교 2학년 5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입선 김소율 9 옥길버들초등학교 3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김소율 7 효천초등학교 1학년 5반 광주 남구

입선 김소정 7 태전예진어린이집 7세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입선 김송현 10 정동초등학교 4학년,1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입선 김수아 12 푸른초등학교 5학년6반 샤갈의아이들 미술 경기 화성시

입선 김수연 5 청운유치원 6세반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입선 김수연 10 도련초등학교 3학년3반 민숙현미술과외 제주시

입선 김수윤 9 잠동초등학교2학년3반 서울 송파구

입선 김수인 9 성남 여수초등학교 3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김수현 8 산내 초등학교 2학년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입선 김수현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김수호 7 한솔어린이집 7세 황금사과미술교습소 경남 진주

입선 김수환 9 당정 초등학교 3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김승기 7 서울왕북초등학교 1학년 6반 서울 강남구

입선 김승아 6 능허대초등학교 1학년 인천 연수구

입선 김승우 9 서울양천초 2학년 2반 서울 강서구

입선 김승준 6 6세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김시아 5 리더스숲유치원 아이비반 꿈을그리다 경북 구미

입선 김시연 8 서울시흥초등학교 2-2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김시연 8 야탑초등학교 2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김시연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김시우 7 근산유치원 인천 부평구

입선 김시윤 11 현촌초등학교 5학년 1반 경기 평택시

입선 김시율 9 서울 보라매초등학교 4-3 서울 동작구

입선 김시은 8 서울 영본초등학교 2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김시찬 9 다산한강초 2.1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김시현 7 우촌 초등학교 1학년 1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김시호 8 동래초등학교 1학년3반 부산 진구

입선 김시후 11 소화초등학교 5학년2반 안다미술 경기도 수원

입선 김아린 12 용인신촌초등학교 6학년 1반 경기 용인 수지

입선 김아미 9 명덕초등학교 3 그 아이 창작소 서울 강동구

입선 김아민 6 유정유치원 채송화반 경기 의정부시

입선 김아영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김아인 7 (경기)왕산초등학교 1학년 3반 경기 용인 처인구

입선 김여은 8 양덕초등학교 2학년2반 그린이 경남 창원

입선 김연두 7 다정초등학교 1학년 가람반 그림하임 충남 세종시

입선 김연수 7 한산초등학교 1학년 5반 경기 고양

입선 김연아 10 갑천초등학교 3학년 대전 서구

입선 김연우 7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입선 김연희 8 제석초등학교 1학년 2반 경남 통영

입선 김영민 10 원명초 3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김영우 10 리라초등학교 4학년 아트풀 서울 강남구

입선 김영우 6 옥길버들초등학교 경기 시흥시

입선 김예강 5 구로삼성어린이집 초록반 서울 구로구

입선 김예나 11 대구중앙초5학년5반 대구 수성

입선 김예린 9 인지초등학교 3학년 6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입선 김예본 7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입선 김예봄 5 좋은엔젤유치원 예쁜천사 3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입선 김예서 8 현촌초등학교 2학년 7반 경기 평택시



입선 김예성 7 옥길버들초등학교 1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김예슬 9 옥길버들초등학교 3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김예원 9 강신초등학교 3-6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김예은 8 현암초등학교 2학년4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입선 김예은 8 강서초등학교 2학년 4반 충북 청주

입선 김예은 10 정동초등학교 4학년, 1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입선 김예준 9 서울 개봉 초등학교 2학년 2반 서울 구로구

입선 김예지 7 유치원 우주반 양정화 미술 음악 학원 부산 사하

입선 김예진 7 현촌초등학교 1학년 7반 경기 평택시

입선 김예진 6 난나유치원 난나유치원 고고라뜰리에 감성미술 경북 포항

입선 김용준 8 죽림초등학교 1학년 1반 경남 통영

입선 김우주 10 천왕초등학교4학년꿈반 서울 구로구

입선 김우주 7 김해대청초등학교 1학년 6반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입선 김원호 12 양화초등학교 5학년 6반 서울 양천구

입선 김유경 7 강신초등학교 1-6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김유나 6 제주 노형초등학교 1학년 1반 제주시

입선 김유림 11 중앙기독초등학교 5학년 솔반 안다미술 경기도 수원

입선 김유림 6 킹스키즈 유치원 x 아띠스떼미술 경기 평택시

입선 김유빈 7 포항신흥초등학교 2학년 2반 경북 포항

입선 김유은 7 정원초등학교 2학년 9반 부산 기장

입선 김유진 8 정덕초등학교 2학년 4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김윤서 7 신광초 1학년 소망반 서울 용산구

입선 김윤서 6 망포유치원  한빛3반 경기도 수원

입선 김윤성 5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입선 김윤아 9 한마음초등학교 3-7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김윤아 8 한마음초등학교 2-5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김윤우 9 당정 초등학교 3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김윤정 9 용인성서초등학교 2학년 4반 경기 용인 수지

입선 김윤제 11 용인성서초등학교 4학년3반 경기 용인 수지

입선 김윤형 8 당정 초등학교 2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김윤후 9 한마음초등학교 3-1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김율 7 여수부영초등학교 1학년3반 전남 여수

입선 김율리 7 한마음초등학교 1-6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김은결 8 서울금동초등학교 2-2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김은결 10 학봉초등학교 4학년 1반 충남 계룡

입선 김은서 9 낙동 초등학교 2학년 4반 양정화 미술 음악 학원 부산 사하

입선 김은성 7 미사강변초등학교 2학년 마인드허그 경기 하남

입선 김은성 6 7세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은송 5 5세반 오르세미술학원 경남 통영

입선 김은유 5 진주누리유치원 경남 진주

입선 김이솜 7 서연초등학교 1학년 2반 경기 화성시

입선 김이안 5 광명생명숲어린이집 아름나무반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입선 김인찬 11 옥길버들초등학교 5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김장현 10 인천청라 초등학교 3학년3반 인천그림나무 인천 서구

입선 김재건 7 영주동부초등학교 1학년3반 경북 영주

입선 김재아 6 인천영종초등학교 1학년 5반 인천 중구

입선 김재원 10 여의도 초등학교 4학년 4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입선 김재윤 10 천안아름초등학교, 3학년, 11반 충남 천안

입선 김재찬 6 강성어린이집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김정민 6 움사랑생태어린이집 씨영금1반 대구 북구

입선 김정우 9 성동초등학교 3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입선 김정윤 7 포항원동초등학교 2학년 8반 경북 포항

입선 김정현 7 회룡 초등학교 1학년 1반 라흐드 비브르 경기 의정부시

입선 김정현 7 구미원남초등학교 1학년2반8번 경북 구미

입선 김종혁 5 종촌유치원새옴1반 충남 세종시

입선 김주아 10 수영초등학교 4-2 알록달록미술교육원 경기 화성시

입선 김주아 5 대구YMCA유치원 은하수반 대구 중구

입선 김주언 7 석암초등학교 2학년 인천 연수구

입선 김주연 5 랜퍼스유치원 다빈치반 서울 송파구

입선 김주원 8 바스키즈미술학원 2학년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입선 김주원 8 이매초 2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주원 6 광명SLP 레드반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입선 김주하 9 광주광역시 불로초등학교 3학년4반 광주 남구

입선 김주혁 8 서울구암초등학교 2학년2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입선 김주형 8 풍양초등학교 2학년, 1반 그린꿈미술교습소 경기 남양주시

입선 김준서 8 여의도초등학교 2학년 3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입선 김준서 9 대구동호초등학교 3학년4반 대구 동구

입선 김준영 10 안민초등학교 3학년4반 부산 동래

입선 김준우 9 현촌초등학교 3학년 4반 경기 평택시

입선 김지민 6 유치원 만6세반 리브로아르츠 경기 광주

입선 김지아 8 숲속초등학교 1,1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김지안 7 광사초 1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입선 김지언 11 서울 보라매초등학교 4학년7반 서울 동작구

입선 김지우 7 서울신상도초등학교 2학년 3반 서울 동작구

입선 김지우 10 비룡초등학교 3학년4반 경기 안성시

입선 김지우 7 서울오금초등학교 1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입선 김지우 6 서울수명초등학교 1학년 4반 서울 강서구

입선 김지원 9 서이초등학교 3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입선 김지원 5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김지유 5 은혜 어린이집 백합반 서울 은평구

입선 김지유 10 서울양진초등학교 4학년 6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입선 김지유 7 대전새여울초등학교 1학년 1반 대전 대덕구

입선 김지윤 10 왕방초등학교 4학년 현대필아트미술학원 경기 포천시

입선 김지윤 11 포천초등학교 5학년 현대필아트미술학원 경기 포천시

입선 김지율 8 삼현초등학교 1학년 4반 경기 의정부시

입선 김지은 5 서울유치원 행복한 반 그린꿈미술교습소 경기 남양주시

입선 김지한 8 현풍초 1학년2반 호기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입선 김지헌 5 현대유치원 서울 동작구

입선 김지호 8 수영초등학교 1학년 1반 경기 화성시

입선 김지호 8 신금초등학교 1학년 3반 부산 진구

입선 김지효 8 낙동 초등학교 1학년 5반 양정화 미술 음악 학원 부산 사하

입선 김지후 11 서울서강초등학교 5학년 6반 빨간풍선미술창작소 서울 마포구

입선 김지후 5 경희어린이집 5세반 젤리아트 미술 울산 남구

입선 김진서 10 서울상현초등학교 3학년 아라반 서울 동작구

입선 김진이 9 대구유가초등학교 3학년6반 별에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입선 김진하 5 둘리라창의어린이집 경남 진주

입선 김차율 6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김채린 9 신흥초등학교 3학년 3반 충남 천안

입선 김채민 7 신흥초등학교 2학년 2반 충남 천안

입선 김채아 7 천안서초등학교 1학년 4반 충남 천안

입선 김채원 6 서울 보라매초등학교 1학년 2반 서울 동작구

입선 김채원 10 조봉초등학교 4학년 1반 광주 남구

입선 김채윤 9 정덕초등학교 3학년 4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김채율 9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2학년 2반 서울 강북구

입선 김채은 7 한마음초등학교 1-4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김채이 11 발산초등학교 5-8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김채희 11 서울화랑초등학교 5학년3반 서울 노원구

입선 김태경 7 남양초등학교 2학년 7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입선 김태랑 6 PSA 6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김태린 10 보정초등학교 4학년 2반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김태린 9 남호초등학교 3학년 6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입선 김태완 6 회룡 초등학교 1학년 3반 라흐드 비브르 경기 의정부시

입선 김태율 8 제석초등학교 1학년 1반 경남 통영

입선 김태은 7 옥길산들초등학교 1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김태훈 8 제석초등학교 1학년 1반 경남 통영

입선 김태희 8 신기초등학교 2학년4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김태희 6 유치부 유치부 꼬마피카소미술교습소 충북 청주

입선 김하늘 8 사천초등학교 2학년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입선 김하람 8 대동초등학교 1학년 1반 경기 안산시

입선 김하람 7 고운유치원 고운유치원 참예쁘다미술 대구 수성

입선 김하린 7 도련초등학교 1학년1반 제주시

입선 김하영 11 풍광초등학교 4-3 꼬마피카소미술교습소 충북 청주

입선 김하온 6 평택새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늘빛반 경기 평택시

입선 김하율 10 서울언남초등학교 4학년3반 서울 서초구

입선 김하율 10 영운초등학교 5학년 2반 경남 김해

입선 김하은 11 안말 5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하진 8 삼일 초등학교 3학년 6반 서울 동작구

입선 김한별 9 양덕초등학교 3학년5반 그림이 경남 창원

입선 김해원 8 충현초등학교 2학년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입선 김현 9 한아람초등학교 2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입선 김현나 10 진보초등학교 4학년1반 하늘스케치 미술학원 경북 청송

입선 김현빈 10 은천초등학교 3학년3반 서울 관악구

입선 김현아 11 한마음초등학교 5-4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김혜나 10 서울시흥초등학교 4-3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김혜린 7 신기초등학교 1학년2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김혜영 8 한마음초등학교 2-6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김혜원 7 외도초등학교 1학년 3반 제주시

입선 김혜준 8 서현초등학교 2학년4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김효민 9 현촌초등학교 3학년 3반 경기 평택시

입선 김효민 12 푸른초등학교 5학년6반 샤갈의아이들 미술 경기 화성시

입선 김효범 10 서울연은초등학교 5학년4반 서울 은평구

입선 김효은 7 서울화계초등학교 1학년 5반 서울 강북구



입선 김효재 7 서울 신상도초등학교 1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김희다 5 . 요미요미광주풍암 광주 서구

입선 김희윤 7 충암초등학교 1학년 난초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입선 김힘찬 7 충남 두마초등학교 1학년2반 충남 계룡

입선 나경민 9 죽림초등학교 2학년 3반 경남 통영

입선 나도준 6 즐거운유치원 창의반(다빈치 미술학원) 전남 목포

입선 나리원 10 숭의초등학교 5 아트풀 서울 강남구

입선 나선홍 8 미르초등학교 5-라온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입선 나시윤 8 성남 미금초등학교 2학년2반 경기 성남 분당

입선 나윤지 10 선일초등학교 4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입선 나윤하 8 신상도 2학년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나혜연 9 주약초등학교 3학년,2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입선 나혜주 7 목포서부초등학교1학교4반 전남 목포

입선 남가온찬 7 화봉 병설 유치원 7세반 도예와 미술이야기 미술학원 경기 남양주시

입선 남누리찬 9 화봉초등학교 2학년3반 도예와 미술이야기 미술학원 경기 남양주시

입선 남다연 8 학동초등학교 1,7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남다온 7 세인트폴어린이집 7세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남미연 7 서울양천초등학교 2학년 4반 서울 강서구

입선 남시연 9 대구서변초등학교 3학년 4반 대구 달서

입선 남이한 8 이매초 2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남지애 5 자연유치원 스스로반 경남 창원

입선 남지호 6 리틀트라움 어린이집 7세 구름반 경기 고양

입선 남채율 8 부산명호초등학교 2학년 4반 부산 강서

입선 남하진 7 NLCS, Year1, 1LC 제주 서귀포

입선 남현승 8 신기초등학교 2학년4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남현우 6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노미르 6 유현초등학교1학년2반 서울 강북구

입선 노미소 9 유현초등학교 3학년2반 서울 강북구

입선 노민서 10 고양 화정 초등학교 4학년 1반 미그림 미술학원 경기 고양

입선 노서윤 9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2학년 경기 남양주시

입선 노유현 7 솔터초등학교1학년9반 경기 김포

입선 노은우 7 이매초 1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노은채 6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배화유치원, 믿음반 서울 중구

입선 노하윤 7 유치원 유치부 꼬마피카소미술교습소 충북 청주

입선 노하정 9 용인현암초등학교 3학년1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입선 도재윤 7 학동초등학교1학년4반 서울 강남구

입선 라이언 7 호암 초등학교 1학년 2반 라흐드 비브르 경기 의정부시

입선 류도현 9 성남여수초등학교 3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류수현 8 방곡초등학교 2학년 4반 부산 기장

입선 류시현 7 강신초등학교 1-2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류아인 7 서울염리초등학교 2학년 4반 서울 마포구

입선 류아인 7 기린숲유치원 맑은강반 스토리 미술 전남 순천

입선 류은지 8 서현초등학교 2학년1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류이주 7 훈민초등학교 1학년 아트앤하트 민락 경기 의정부시

입선 류지아 8 한아람초등학교 1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입선 류지현 8 여의도초등학교 2학년 3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입선 류지현 7 보라매초등학교 1학년8반 미술로생각하기 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입선 류한슬 6 데레사유치원 경기도 수원

입선 류한영 5 데레사유치원 경기도 수원

입선 류현지 9 서초초등학교 3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입선 마서은 8 서울미아초등학교 2 2학년 꿈에서그린그림 서울,성북구

입선 마유민 10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3-1 서울 마포구

입선 맹호진 8 서울 신상도 초등학교 2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명소은 5 삼문사금강유치원 자비반 대전 중구

입선 명소정 10 대전대흥초등학교 4학년 4반 대전 중구

입선 문동윤 8 상품초등학교 3학년 1반 경기 여주

입선 문상현 10 대현초등학교 4학년 1반 경기 용인 수지

입선 문서연 7 한마음초등학교 1-3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문서윤 9 을지초등학교2-2 서울 노원구

입선 문서윤 7 서산 서남초 1학년 1밬 충남 서산

입선 문서휘 9 보정초등학교 3학년 6반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문세경 11 구지초등학교 4학년 1반 경남 김해

입선 문수아 6 장유어린이집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입선 문정아 6 부흥초등학교 1학년 2반 부산 해운대

입선 문정훈 6 부흥초등학교 1학년 2반 부산 해운대

입선 문준혁 7 서울구암초등학교 2학년 8반 서울 관악구

입선 문지후 11 신우초등학교 5학년1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입선 문현서 8 서이초등학교 2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입선 문현서 8 서이초등학교 2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입선 문혜인 9 대구한샘초등학교 2학년 2반 민아트미술학원 대구 달서

입선 민건희 9 옥길산들초등학교 3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민소연 7 정덕 초등학교 1학년 3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민지원 10 원명초 3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박가연 10 황곡초등학교 3학년 2반 경기도 수원

입선 박가율 10 인천 사리울초등학교 5학년4반 인천 남동구

입선 박강후 5 처인성유치원 열매반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박건우 5 마장병설유치원 별님반 서울 성동구

입선 박건율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박건후 6 회룡 초등학교 1학년 3반 라흐드 비브르 경기 의정부시

입선 박규담 6 중원초등학교 1학년 1학년 미술로 생각하기 중계센터 서울 노원구

입선 박근주 11 어울초등학교 4학년1반7번 경기 안성시

입선 박나윤 7 현촌초등학교 1학년 3반 경기 평택시

입선 박나은 7 바스키즈미술학원 1학년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입선 박다현 6 리더스숲유치원 바위솔반 꿈을그리다 경북 구미

입선 박담우 6 대치잉글리쉬파크 Venus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박도운 8 중대부속초등학교 2학년5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입선 박도현 6 진보 병설 유치원 민들레반 하늘스케치 미술학원 경북 청송

입선 박동하 8 낙동 초등학교 1학년 4반 양정화 미술 음악 학원 부산 사하

입선 박리온 11 양명초등학교 5학년 1반 애플미술 서울 양천구

입선 박리호 9 서울개운초등학교  3학년 1반 서울,성북구

입선 박민규 7 아람유치원 서울 강서구

입선 박민서 9 하탑초등학교 2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박민서 10 용인대덕초등학교 4학년2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입선 박민서 9 인천 부곡초등학교 2학년 5반 인천 부평구

입선 박민솔 9 정남초등학교 2학년1반 경기 화성시

입선 박민아 8 성남초등학교 1학년 부산 동구

입선 박민영 7 문지초등학교 1학년 1반 대전 유성구

입선 박민유 5 아람유치원 서울 강서구

입선 박민철 10 숲속초등학교 3,4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박민하 8 성진초등학교 2학년2반 광주 서구

입선 박민혜 6 성남병설유치원 부산 동구

입선 박병윤 11 동홍초등학교 4학년 1반 제주 서귀포

입선 박상우 9 서현초등학교 3학년2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박상준 7 명일초등학교 1학년 5반 부산 강서

입선 박새롬 9 잠동초등학교2학년1반 서울 송파구

입선 박서연 8 영서초등학교 2학년 3반 서울 구로구

입선 박서연 8 한마음초등학교 2-5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박서연 5 김해 숲속자연유치원 7세 산새반 경남 김해

입선 박서연 5 영재유치원 해오름반 전남 여수

입선 박서우 5 6세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박서윤 8 서울도봉초등학교 1학년2반 서울 노원구

입선 박서윤 8 대곡초 1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박서율 9 서울 풍성초등학교 2학년 1반 서울 송파구

입선 박서인 10 통일초등학교 4학년 그리미네미술교실 경기도 파주시

입선 박서정 7 명지초등학교 1학년1반 서울 은평구

입선 박서준 7 운유초등학교 1학년6반 경기 김포

입선 박서진 5 일성어린이집 나래반 충남 천안

입선 박서하 9 한마음초등학교 3-2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박서현 6 사과나무 어린이집 x 아띠스떼미술 경기 평택시

입선 박서현 10 동탄초등학교 4학년 3반 경기 화성시

입선 박서희 6 다은 유치원 6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박선아 9 서울오금초등학교 3학년1반 마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입선 박성율 8 이리초등학교 1학년 2반 전북 익산

입선 박세아 10 천왕초등학교4학년 서울 구로구

입선 박세인 8 한마음초등학교 2-6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박소연 7 거제 양정초등학교 1학년 2반 경남 거제

입선 박소유 5 반디유치원 사과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박소율 5 서대문 어린이집 서울 서대문구

입선 박소율 6 7세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박소율 5 다빈치 미술학원 5세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박소율 8 광주광역시 살레시오초등학교 2학년강반 광주 서구

입선 박소현 5 6세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박송현 12 한마음초등학교 6-4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박수민 11 영천초등학교5학년5반 경기 화성시

입선 박수빈 6 7세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박수빈 5 생각숲예술유치원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입선 박수연 10 잠동초등학교3학년4반 서울 송파구

입선 박수하 7 김해대청초등학교 1학년7반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입선 박수하 6 광주광역시 봉선동 엘씨아이 유치원 광주 남구

입선 박수현 10 정동초등학교 4학년,1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입선 박수혜 7 죽장초등학교 2학년 1반 경북 포항

입선 박수호 5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박승민 6 예랑유치원 아침햇살반 울산 남구

입선 박시아 6 구일초등학교 1학년 3반 서울 구로구

입선 박시연 8 옥길산들초등학교 2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박시연 8 오현 초등학교 2학년 2반 경기도 수원

입선 박시영 6 라트유치원 오크반 서울 강남구

입선 박시우 8 오현 초등학교 2학년 2반 경기도 수원

입선 박시윤 11 송전초등학교 5학년 3반 푸르지오 교습소 서울 송파구

입선 박시은 7 노벨유치원 별님반 경남 창원

입선 박시현 9 NLCS제주 3학년 제주 서귀포

입선 박시환 7 백문초등학교 1학년 4반 경기 구리시

입선 박연서 8 신기초등하교 2학년2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박연서 8 한마음초등학교 2-2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박영인 8 서현초등학교 2학년5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박예담 7 서이초등학교 1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입선 박예빈 8 대구 파호초등학교 1학년 1반 대구 달서

입선 박예우 9 중앙기독초등학교 2학년 참반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박예지 7 서이초등학교 1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입선 박예지 9 대구파호초등학교 2학년 1반 대구 달서

입선 박예지 10 중문초등학교 3학년 1반 제주시

입선 박유나 7 여수부영초등학교 1학년 4반 전남 여수

입선 박유라 6 브라이튼 유치원 주피터반 아트모마 광주 남구

입선 박유안 8 BIS, 3학년 경기 성남 분당

입선 박윤조 5 마포 위즈아일랜드 서울 마포구

입선 박은결 8 용인대덕초등학교 2학년 1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입선 박은서 6 망월초 1학년 마인드허그 경기 하남

입선 박이연 6 안산 창의나라 유치원 경기 안산시

입선 박정욱 9 라온초 2학년5반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입선 박정호 10 서울시흥초등학교 4-4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박주은 7 유치원 유치부 꼬마피카소미술교습소 충북 청주

입선 박주하 9 신용산초등학교 2학년 4반 서울 용산구

입선 박주하 6 훈민유치원 경기 의정부시

입선 박주하 7 푸른초등학교 1학년 1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입선 박준서 5 유정유치원 경기도 파주시

입선 박준수 9 다산한강초 2.9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박준혁 11 갑천초등학교 4학년 대전 서구

입선 박준후 9 신평초등학교 4학년 1반 토토로미술 경기 하남

입선 박준희 9 인지초등학교 3학년 3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입선 박지아 7 언주초등학교 1학년 5반 서울 강남구

입선 박지안 9 화홍초등학교 3학년4반 경기도 수원

입선 박지안 5 예은어린이집 서울 관악

입선 박지연 7 서울구암초등학교 1힉년7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입선 박지영 9 서울천왕초등학교3학년 서울 구로구

입선 박지온 6 월드조이 유지원 예일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입선 박지유 9 대도초 2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박지은 11 서울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서울 서초구

입선 박지음 9 강명초등학교 4학년 들반 서울 강동구

입선 박지환 7 광주광명초등학교 1학년 11반 경기 광주

입선 박진아 8 송전초등학교 2-2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박진우 9 여수부영초등학교 3학년4반 전남 여수

입선 박채아 7 서울삼육초등학교 1학년 1반 서울 동대문구

입선 박채영 9 정자초등학교 2-1 소호미술센터 경기도 수원

입선 박채진 8 길원 초등학교 2학년 1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박태준 9 동진초등학교 2학년1반 수 미술  교습소 경남 진주

입선 박태희 8 안말 3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 경기 성남 분당

입선 박하겸 7 옥길버들초등학교 1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박하람 7 전남 여수 한려초등학교 2학년 4반 전남 여수

입선 박하린 10 동백초등학교 3학년 6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박하윤 7 송원초등학교 1학년1반 아트모마 광주 남구

입선 박하이 9 울산 함월초등학교 3학년 1반 울산 중구

입선 박한솔 9 사직초등학교 2학년 1반 부산 진구

입선 박현민 9 이담초등학교 2-나눔 다원화가놀이터 경기도 동두천

입선 박현서 7 경도지역아동센터 / 완월초등학교 1학년 1반 경남 창원

입선 박현솔 7 Stat light international school  1-B 경기 이천시

입선 박현아 7 잉글리쉬닥터 7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박형준 8 강신초등학교 2-4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박혜원 7 서울도성초등학교,1학년,1반 서울 강남구

입선 박혜인 10 한마음초등학교 4-6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반서율 10 인천청라 초등학교 4학년 9반 인천그림나무 인천 서구

입선 반정훈 5 돌샘유치원 이순신반 서울 강동구

입선 방서연 10 한마음초등학교 4-1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방서진 7 한마음초등학교 1-6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방성빈 11 주양초등학교 5-4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입선 방수인 7 황남초등학교 1학년1반 놀작마이아트경주용황 경북 경주

입선 방제이콥흥식 9 보라초등학교 2학년 1반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배경빈 8 용소초등학교2학년5반 부산 남구

입선 배상민 8 미사초등학교 2학년 2반 경기 하남

입선 배서진 6 정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바다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배서진 8 양덕초등학교 2학년4반 그림이 경남 창원

입선 배성빈 7 서울은천초등학교 1힉년3반 미술로생각하기 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입선 배소율 8 유가초등학교 1학년 3반 호기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입선 배재민 7 서울보라매초등학교 1학년 2반 서울 동작구

입선 배주하 8 보현초등학교 1-2 경기 남양주시

입선 배준서 8 대도초 1-6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배준영 9 새샘초등학교 3학년 3반 그림in세상 충남 천안

입선 배지빈 11 월성초등학교 5학년2반 경남 창원

입선 배지온 9 서현초등학교 3학년6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배하윤 5 오렌지반 미술로 생각하기 대구칠곡센터 대구 북구

입선 백민아 6 예인 나라 유치원 6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백민지 8 석우초등학교 1,3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백병준 10 신북초등학교 4학년 현대필아트미술학원 경기 포천시

입선 백서주 9 정동초등학교 3학년,1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입선 백선아 12 경기 화성시 영천초등학교 5학년 2반 경기 화성시

입선 백시은 8 서울신흥초등학교 2-1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백윤지 9 유정 글로벌학교 2학년, 장미반 도예와 미술이야기 미술학원 경기 남양주시

입선 백지우 10 다산한강초 3.4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백지원 10 안산초등학교 4학년 2반  25번 경기 안산시

입선 백지윤 6 강성어린이집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백지율 10 다산한강초 3.4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백지혜 7 안산초등학교 2학년 1반 7번 경기 안산시

입선 백지훈 9 경도지역아동센터 / 완월초등학교 3학년 3반 경남 창원

입선 백채연 9 연은초등학교 3학년2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입선 변서빈 9 성남 여수초등학교 3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변재원 9 용죽초등학교 4학년6반 경기 평택시

입선 변정우 6 인천 인동초등학교 1학년 2반 인천 남동구

입선 변주영 9 하탑초 3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변하율 8 한가람 초등학교 1학년 1반 크리아트 파주 가람원 경기도 파주시

입선 복상욱 7 서울고은초등학교 1학년3반 서울 서대문구

입선 서민유 8 광안초등학교 2학년4반 부산 수영

입선 서벼리 8 한마음초등학교 2-7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서서현 9 금오초등학교 2학년 1반 경남 양산

입선 서에녹 9 조슈아 홈스쿨(홈스쿨링중입니다) 4학년 경기 화성시

입선 서예준 10 산본초등학교 4학년 5반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입선 서원재 9 서울신학초등학교 3학년 3반 서울 도봉구

입선 서장유 11 영본 5학년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서재영 6 서울천왕병설유치원 서울 구로구

입선 서준영 5 아트소울 미술학원 유치부(7세(만5세))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입선 서지아 6 조슈아 홈스쿨(홈스쿨링중입니다) 경기 화성시

입선 서지우 9 서울봉현초등학교 2학년1반 서울 관악구

입선 서지우 8 용인신봉초등학교 2학년 2반 경기 용인 수지

입선 서지우 7 대구 유가초등학교 1학년4반 별에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입선 서지유 8 아림초등학교 1학년 2반 경남 거창

입선 서진우 8 늘푸른초등학교 2학년 4반 예뜰아트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서하연 6 효천다솜유치원 별누리반 광주 남구

입선 서하율 5 세은숲어린이집 산새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입선 서하진 8 황남초등학교 2학년4반 놀작마이아트경주용황 경북 경주

입선 서형규 9 한마음초등학교 3-7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서호재 10 내양초등학교 3학년 줄리어드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남양주시

입선 석가영 8 구미옥계동부초등학교,1학년,8반 경북 구미

입선 선예준 11 신서 초등학교 5학년3반 애플미술 서울 양천구

입선 설혜운 7 영광중앙초등학교 2학년 2반 전남 영광

입선 성민재 7 삼현초등학교 3학년 아트앤하트 민락 경기 의정부시

입선 성연재 7 삼현초등학교 1학년 4반 아트앤하트 민락 경기 의정부시

입선 성예준 10 원동초등학교 4학년 3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입선 성우진 6 용문어린이집 7세 경기 양평

입선 성유리 9 여의도초등학교 4학년 7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입선 성은서 6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성하린 7 청주 샛별초등학교 2학년 5반 충북 청주

입선 소서연 10 용인대청초등학교 4학년4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입선 소시현 7 효촌초, 2학년 1반 경기 양주시

입선 소연서 11 서울서강초등학교 5학년 5반 빨간풍선미술창작소 서울 마포구

입선 손보연 10 을지초등학교  3학년 4반 서울 노원구

입선 손상현 6 우리 유치원 6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손애리 7 순천팔마초등학교1학년1반 전남 순천

입선 손예솔 10 동진  초등학교 3학년 2반 수 미술  교습소 경남 진주

입선 손예원 5 마포 위즈아일랜드 서울 마포구

입선 손예지 8 포항대흥초등학교2학년2반 경북 포항

입선 손우빈 6 피노키오어린이집 전남 순천

입선 손유주 6 돌샘유치원 서울 강동구

입선 손지아 11 김해 구지초등학교 4학년 7반 경남 김해

입선 손하은 9 가양초등학교 2학년4반 경남 양산

입선 손현겸 7 보라매초등학교 1학년 4반 서울 동작구

입선 손효주 5 미취학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입선 송리하 5 산내들 유치원 산내들 유치원 아트앤하트 민락 경기 의정부시

입선 송바름 6 새싹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 그린꿈미술교습소 경기 남양주시

입선 송보나 5 광명생명숲어린이집 산들바람반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입선 송서윤 7 다정초등학교 1학년 라온반 그림하임 충남 세종시

입선 송승현 11 목운초 4-7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입선 송유주 7 충주 남한강초등학교 2학년 6반 충북 충주

입선 송유진 5 리트리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송은률 5 홍익유치원 6세. 만5세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입선 송은율 7 범계초등학교 1학년 3반 경기 안양

입선 송인애 10 서울보라매초등학교 3학년 9반 서울 동작구

입선 송재범 6 한홀초 1학년 마인드허그 경기 하남

입선 송재원 6 SLP영어유치원 경기 의정부시

입선 송재원 5 미취학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입선 송지유 7 서이초등학교 1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입선 송진용 8 영본 2학년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송진우 6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송하름 6 새싹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 그린꿈미술교습소 경기 남양주시

입선 송하린 10 경기 부평초등학교 4학년 2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송하윤 6 6세반 오르세미술학원 경남 통영

입선 송현서 12 지곡초 6학년 1반 동백C&C 미술교육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송혜교 10 신기초등학교 4학년4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신건웅 5 노블킨더유치원 다솜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입선 신누리 8 충현초등학교 2학년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입선 신도윤 8 대구유가초등학교 2학년7반 별에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입선 신동화 10 한마음초등학교 4-6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신민경 8 충현초등학교 2학년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입선 신민경 8 한마음초등학교 2-5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신보영 6 서산 숲속어린이집 숲반 충남 서산

입선 신서영 9 돌마초 3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신서유 8 돌마초 2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신서은 7 두란노유치원 강원 춘천

입선 신연서 6 신기병설유치원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신연정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신예인 7 강신초등학교 1-3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신우진 9 보라매초등학교 3학년3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입선 신유나 7 남호초등학교 1학년 1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입선 신윤서 11 청수초등학교4학년6반 경기 김포

입선 신은형 8 강신초등학교 2-4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신이정 11 초당초 5학년 1반 동백C&C 미술교육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신재민 6 강성어린이집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신재서 8 대도초 1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신재희 10 이매초 4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신정원 8 탑동초등학교 1학년  2반 야호창작소 서울 금천구

입선 신지안 7 새샘초등학교 1학년8반 그림in세상 충남 천안

입선 신지안 8 석포초등학교 1학년1반 부산 진구

입선 신지율 7 도촌초등학교 2학년 3반(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 성남

입선 신키건 5 목동유치원솔내음반 서울 영등포구

입선 심규원 10 제석초등학교 3학년 7반 경남 통영

입선 심도원 8 남호초등학교 2학년 5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입선 심민건 8 임계초등학교 2학년 1반 강원 정선

입선 심서연 5 임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강원 정선

입선 심세민 7 서이초등학교 1학년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입선 심소은 11 서울잠전초등학교 4학년 5반 서울 송파구

입선 심수안 9 양명초등학교 2학년3반 애플미술 서울 양천구

입선 심유호 8 매송초 2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심윤지 9 청수초등학교 2학년 3반 경기 김포

입선 심이현 7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1학년 1반 서울 양천구

입선 심재경 9 순천 부영 초등학교 2학년3반 스토리 미술 전남 순천

입선 심하연 6 유치부 서울 양천구

입선 심하율 8 한마음초등학교 2-7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심하준 6 리더스숲유치원 데이지반 꿈을그리다 경북 구미



입선 안다연 9 늘푸른초등학교 3학년 2반 예뜰아트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안리원 7 성남 은행초등학교 1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안서희 6 예크트리 화평반 서울 강동구

입선 안세온 8 원촌초 2학년 2반 서울 서초구

입선 안세은 5 새보화어린이집 경기 남양주시

입선 안시우 8 서울영도초등학교,2학년2반 서울 양천구

입선 안유빈 5 좋은엔젤유치원 예쁜 천사 2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입선 안윤서 8 서이초등학교 2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입선 안제민 9 진주 초전초등학교 3학년 2반 경남 진주

입선 안지수 8 성남대하초등학교.2학년5반 경기 성남

입선 안태호 7 한마음초등학교 1-2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안효인 8 광사초 2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입선 양동주 7 대전 상대초등학교 1학년2반 대전 유성구

입선 양민아 9 서울강남초등학교 3학년6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입선 양수아 8 청주 사천초등학교 2학년 4반 17번 충북 청주

입선 양수은 9 정덕초등학교 3학년 5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양우진 8 대도초 1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양윤진 7 북포초등학교 1학년 1반 인천 옹진

입선 양준하 7  김해대청초등학교 1학년 7반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입선 양지웅 9 서울안평초등학교 2학년 1반 서울 동대문구

입선 양지윤 8 서이초등학교 2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입선 양지윤 9 제석초등학교 2학년 3반 경남 통영

입선 양지호 5 청주 보리수어린이집 정진반 충북 청주

입선 양채은 7 대구포산초등학교 1학년 6반 별에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입선 양태경 10 부주초등학교 4학년3반 목포영렘브란트미술교육원 전남 목포

입선 양하랑 9 김해대청초등학교 3학년 3반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입선 양현민 9 선린초등학교3학년1반 서울 강동구

입선 양현우 8 선린초등학교 1학년1반 서울 강동구

입선 양현준 11 서울광남초등학교 5학년 4반 서울 광진구

입선 양혜인 8 한솔초등학교 2-가람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입선 양혜정 6 그린반 미술로 생각하기 대구칠곡센터 대구 북구

입선 양홍서 9 대전 상대초등학교 4학년 2반 대전 유성구

입선 어준혁 7 옥길버들초등학교 1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어희원 9 안덕초등학교 3학년 2반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엄아영 8 천동초등학교 1학년 꿈고래미술교습소 서울 강동구

입선 엄유찬 5 마포 위즈아일랜드 서울 마포구

입선 엄은우 6 서울상신초,1학년,5반 서울 은평구

입선 엄재윤 8 목운초 1-5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입선 엄정경 8 인지초등학교 2학년 5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입선 엄지은 8 죽림초등학교 1학년 6반 경남 통영

입선 엄해정 9 배곧한울초 2학년5반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입선 여가윤 8 신기초등학교 2학년2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여상준 8 늘푸른초등학교 2학년 4반 예뜰아트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여수현 7 늘푸른초등학교 1학년 5반 예뜰아트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여예준 6 하남풍산초 1학년 마인드허그 경기 하남

입선 연서준 8 청주사천초등학교 1학년1반 충북 청주

입선 염가혜 6 7세 유치부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염다인 6 서울 보라매 초등학교 1학년 2반 서울 동작구

입선 염하음 7 용인대덕초등학교 2학년1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입선 염희진 9 오현 초등학교 3학년 4반 경기도 수원

입선 예소율 8 오현 초등학교 2학년 5반 경기도 수원

입선 예준우 6 서산  차동초 병설 새싹반 충남 서산

입선 오가윤 5 여의도 침례유치원 여의도 침례유치원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입선 오다윤 8 성남 여수초등학교 2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오도율 10 안말 4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오르뎅 9 서울대방초등학교 3학년 3반 서울 영등포구

입선 오사랑 9 이매초 3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오서준 9 대평초등학교 3학년 4반 그림하임 충남 세종시

입선 오세린 10 이리송학초등학교 3학년 3반 전북 익산

입선 오승민 8 이리송학초등학교 1학년 1반 전북 익산

입선 오유나 6 금생이 어린이집 6세반 고고라뜰리에 감성미술 경북 포항

입선 오윤재 5 여의도 침례유치원 여의도 침례유치원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입선 오재윤 7 즐거운루다유치원 부산 서구

입선 오주아 7 신기초등학교 1학년3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오지민 6 유치부 씽크앤아트 그림이야기 경남 창원

입선 오지안 7 강신초등학교 1-3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오진우 10 서울남정초등학교 4학년 2반 서울 용산구

입선 오채아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오하연 6 주미유치원 서울 성동구

입선 오한율 7 발산초등학교 1-4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옥윤아 9 초림초등학교 2학년6반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온승윤 8 서울길원초등학교 3학년 8반 서울,성북구

입선 올리버 7 서울 오금초등학교 1학년 5반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입선 왕서정 9 서울난우초등학교 3학년1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입선 왕혜린 7 서울서래초등학교 1학년 1반 서울 서초구

입선 우리은 7 동래초등학교 2학년 3반 부산 해운대

입선 우예인 5 계명 유치원 대구 중구

입선 우윤한 7 부천남초등학교 2학년1반 스케치북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우태림 10 구성초등학교,5학년4반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원가온 10 삼정자초등학교 4학년5반 경남 김해

입선 원다현 10 서울서정초등학교 4학년2반 서울 양천구

입선 원라온 8 삼정자초등학교 2학년2반 경남 김해

입선 원정인 9 대도초등학교 4 아트풀 서울 강남구

입선 원종은 7 서울화계초등학교 1학년 5반 서울 강북구

입선 원혜진 11 배곧해솔초 5-5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입선 원호빈 9 대도초등학교 4학년 아트풀 서울 강남구

입선 위서율 7 마루유치원 7세반 황금사과미술교습소 경남 진주

입선 위정원 11 주월초등학교 5학년2반 광주 남구

입선 위효서 7 천안불무초등학교 2학년 7반 충남 천안

입선 유가윤 8 서울당곡초등학교 2학년 미술로생각하기 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입선 유경은 7 새봄유치원(목포) 전남 목포

입선 유나윤 7 큰별초등학교 2학년 4반 광주 광산

입선 유다연 9 이리영등초등학교 3학년 3반 전북 익산

입선 유다은 5 삼현초등병설 유치원 삼현초등병설 유치원아트앤하트 민락 경기 의정부시

입선 유동근 5 경주 금장초등학교 1학년 1반 경북 경주

입선 유서준 8 서울보라매초등학교2학년2반 서울 동작구

입선 유서진 6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유서하 6 그아이창작소 서울 강동구

입선 유서현 5 충암유치원 난초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입선 유소연 12 이리영등초등학교 6학년 2반 전북 익산

입선 유소율 8 죽림초등학교 1학년 1반 경남 통영

입선 유수현 10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3-1 서울 마포구

입선 유승연 10 정동초등학교 4학년,2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입선 유승우 6 등현초등학교 1학년 병아리반 서울 강서구

입선 유시우 9 풍양초등학교 3학년,1반 그린꿈미술교습소 경기 남양주시

입선 유예나 8 청곡초등학교 2학년 예솔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유용준 8 한결초등학교 2학년 라온반 그림하임 충남 세종시

입선 유윤재 7 영본 1학년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유은결 7 중앙초등학교 1학년 3반 예인미술학원 강원 강릉시

입선 유은우 6 행현초등학교 1학년 1반 서울 성동구

입선 유이수 6 풀꽃유치원 참나리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입선 유주하 8 오현 초등학교 2학년 4반 경기도 수원

입선 유지민 6 BIS어학원 유치부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유지오 6 아트앤하트 아트앤하트 아트앤하트 민락 경기 의정부시

입선 유지원 11 왕방초등학교 5학년 현대필아트미술학원 경기 포천시

입선 유채윤 10 뮤아센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유채현 8 양덕초등학교 2학년2반 그림이 경남 창원

입선 유혜리 10 인천신정초등학교 4학년 칸딘스키미술 인천 남동구

입선 유혜인 11 한마음초등학교 5-2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유홍준 7 태양유치원 산들반 민아트미술학원 대구 달서

입선 육혜선 8 탑동초등학교 1학년 2반 야호창작소 서울 금천구

입선 윤건수 7 서울시흥초등학교 1-1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윤민이 8 서울봉현초등학교 2힉년1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입선 윤서연 9 다산한강초 2.8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윤서인 7 경복초등학교 2학년 5반 서울 강남구

입선 윤서진 7 서산 서남초 1학년 3반 충남 서산

입선 윤서현 5 7세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입선 윤서희 8 풍광초등학교 1-3 꼬마피카소미술교습소 충북 청주

입선 윤성준 7 사남초등학교 1학년 6반(사천) 경남 사천

입선 윤소담 11 해밀초등학교 5학년 5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윤소연 6 서산 숲속어린이집 나무반 충남 서산

입선 윤소현 8 남외초등학교 1학년 5반 울산 중구

입선 윤수향 8 (울산)월계초등학교 2학년 3반 울산 남구

입선 윤시온 8 전농초등학교 2학년1반 서울 동대문구

입선 윤예은 10 인천청라 초등학교 4학년6반 인천그림나무 인천 서구

입선 윤예준 10 매원초등학교 4학년 1반 동3  8

입선 윤재희 9 인천신석초등학교 3학년4반 인천 서구

입선 윤주원 9 숲속초등학교 2,2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윤지수 7 프라임 유치원 7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윤지애 7 솔안초등학교,1학년2반 경기 부천

입선 윤지유 9 보라매초등학교 3학년 2반 서울 동작구

입선 윤지혁 8 홍익초등학교3학년1반 서울 마포구



입선 윤지호 6 나인 유치원 6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윤지호 6 칠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경남 함안

입선 윤찬 6 마성초등학교 1학년1반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윤찬호 10 낙동 초등학교 3학년 6반 양정화 미술 음악 학원 부산 사하

입선 윤채연 6 예성유치원 크리아트 파주 가람원 경기도 파주시

입선 윤채영 7 새여울초등학교 1학년 5반 대전 대덕구

입선 윤채원 11 광사초 5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입선 윤채원 5 (울산)예랑유치원 아침햇살반 울산 남구

입선 윤태성 6 서울봉현초등학교 1학년4반 서울 관악구

입선 윤태희 9 칠원초등학교 3학년1반 경남 함안

입선 윤현경 8 왕방초등학교 2학년 4반 경기 포천시

입선 윤혜원 5 대곡가야유치원 대구 달서

입선 윤희담 11 해솔초 4학년1반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입선 이 솔 9 고양 화정초등학교 3학년 5반 미그림 미술학원 경기 고양

입선 이가민 8 응암초등학교 2학녀 6반 서울 은평구

입선 이가영 11 서울서강초등학교 5학년 2반 빨간풍선미술창작소 서울 마포구

입선 이가온 9 정동초등학교 3학년,2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입선 이가율 7 라이즈어학원 경기 남양주시

입선 이가을 8 청덕초등학교2학년1반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이가인 9 촉석초등학교 2학년1반 황금사과미술교습소 경남 진주

입선 이가현 12 인천청라 초등학교 6학년7반 인천그림나무 인천 서구

입선 이가현 8 한솔초등학교 2-마루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입선 이강민 9 여의도초등학교 3학년 3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입선 이강산 8 한마음초등학교 2-4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이강우 6 행복한 유치원 믿음2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이건 9 숭신초 3학년 홍선생미술  성동중구지사 서울 성동구

입선 이규재 8 하탑초 2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그루 9 서울금나래초등학교 2학년 7반 서울 금천구

입선 이기명 8 서울행현초등학교 2학년3반 서울 성동구

입선 이나경 10 서울 미성초등학교 4학년6반 서울 관악구

입선 이나윤 12 목은초 5-3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입선 이나율 10 오현 초등학교 4학년 4반 경기도 수원

입선 이다경 7 유치원 유치부 꼬마피카소미술교습소 충북 청주

입선 이다민 10 통일초등학교 4학년 그리미네미술교실 경기도 파주시

입선 이다연 10 신기초등학교 4학년3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이다영 9 신기초등학교 3학년1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이다온 6 또래재능어린이집 블루반 젤리아트 미술 울산 남구

입선 이다윤 11 계남초 4-3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입선 이다은 6 유치원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이다은 9 대전 신평초등학교 3학년3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입선 이다인 7 신중초등학교 1학년 2반 서울 서초구

입선 이다헌 8 한마음초등학교 2-1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이도겸 7 사랑마을유치원 지혜로운반 민아트미술학원 대구 달서

입선 이도연 6 의명유치원 서울 송파구

입선 이도현 7 성남 여수초등학교 1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이도현 9 이매초 3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동건 5 샛별유치원 지혜반 서울 동작구

입선 이동건 8 서울미성초등학교 2힉년3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입선 이동하 8 충현초등학교 2학년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입선 이동현 8 오정초등학교1학년2반 광주 북구

입선 이두혜 10 인동초등학교 3학년1반 인동지역아동센터 경북 구미

입선 이로아 5 디딤돌어린이집 기분좋은반 서울 송파구

입선 이린아 10 대도초 3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이민경 11 현촌초등학교 5학년 4반 아띠스떼미술 경기 평택시

입선 이민서 7 숭의초등학교 2학년 1반 서울 성동구

입선 이민석 10 리라초등학교 3학년 아트풀 서울 강남구

입선 이민주 11 낙동 초등학교 4학년 4반 양정화 미술 음악 학원 부산 사하

입선 이민준 7 해밀초등학교 1학년5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이민지 8 고양화정 초등학교 2학년 2반 미그림 미술학원 경기 고양

입선 이산 8 학동초등학교 1,1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이서린 9 도제원 초등학교 2학년 줄리어드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남양주시

입선 이서연 10 배곧초 3학년5반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입선 이서연 7 금곡초등학교 1학년 5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입선 이서연 11 인천청라 초등학교 5학년4반 인천그림나무 인천 서구

입선 이서영 6 서울 노원구

입선 이서영 7 서이초등학교 1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입선 이서영 9 남호초등학교 3학년 1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입선 이서윤 6 PSA 6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이서윤 10 파주 가온초등학교 3학년 6반 경기도 파주시

입선 이서율 11 서울서강초등학교 5학년 1반 빨간풍선미술창작소 서울 마포구

입선 이서율 7 이매 1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서율 9 라온초 2학년2반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입선 이서은 6 신용산초등학교 1학년 6반 Art Lab 서울 용산구

입선 이서정 10 용인한빛초등학교, 4학년,1반 경기 용인 수지

입선 이서준 5 산내들유치원 산내들유치원 아트앤하트 민락 경기 의정부시

입선 이서준 8 배곧초 1학년7반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입선 이서준 7 해송초등학교 1학년 4반 7번 부산 해운대

입선 이서진 8 서울중평초등학교 2학년 2반 서울 노원구

입선 이서진 9 늘푸른초등학교3학년4반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서진 5 6세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서진 5 프라임유치원 행복4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입선 이서하 6 서울왕북초등학교 1학년 3반 서울 강남구

입선 이서현 9 서울삼일초등학교 3학년 6반 서울 동작구

입선 이서현 8 현촌초등학교 2학년 1반 아띠스떼미술 경기 평택시

입선 이서후 6 7세반 푸른솔 미술학원 경기도 수원

입선 이서희 6 한아람초병설 병설유치원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입선 이석현 9 이매초 3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선유 8 오현 초등학교 2학년 2반 경기도 수원

입선 이선율 5 선일유치원 모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입선 이선율 8 큰별초등학교 2-1 아르떼홍익미술학원 광주 광산

입선 이성주 7 도수초등학교 1학년3반 물감선생님의 아뜰리에 경기 광주

입선 이소명 6 중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풀잎반 경기 용인 기흥

입선 이소민 8 한마음초등학교 2-7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이소민 6 경남정보대학부속유치원 개나리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입선 이소윤 8 대도초 1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이소윤 10 강선초등학교 3학년1반 경기 고양

입선 이소윤 7 부천 여월초등학교 1학년 1반 경기 부천

입선 이소윤 11 광정초등학교 5학년 2반 아트그라피미술교습소 경기 군포시

입선 이소윤 12 한얼초 6학년 4반 동백C&C 미술교육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이소윤 7 부산신명초등학교 2학년 2반 부산 강서

입선 이소은 7 송양초등학교 1학년 아트앤하트 민락 경기 의정부시

입선 이소은 7 이매초 1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소은 10 촉석초등학교 3학년4반 황금사과미술교습소 경남 진주

입선 이소희 10 숲속초등학교 3,2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이수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이수민 6 라임에듀 유치원 예일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입선 이수영 7 용인현암초등학교 1학년4반 토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입선 이수진 8 서울강남초등학교 3학년 5반 서울 동작구

입선 이수현 5 하늘꿈유치원 들샘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입선 이수현 10 한솔초등학교 4-다솜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입선 이수호 7 금곡초등학교 1학년 5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입선 이슬아 6 웅천 어린이집 전남 여수

입선 이승빈 9 정덕초등학교 3학년 2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이승빈 5 7세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입선 이승안 6 어린이집 만5세 리브로아르츠 송파지사 경기 광주

입선 이승우 8 금동초등학교 1학년 4반 서울 금천구

입선 이승우 8 가경초등학교 1-1 꼬마피카소미술교습소 충북 청주

입선 이승우 6 서산 서남초 병설 유치원 충남 서산

입선 이승욱 8 한가람 초등학교 1학년 5반 크리아트 파주 가람원 경기도 파주시

입선 이승원 7 대구비슬초등학교 1학년4반 별에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입선 이승원 9 안골포초등학교 3학년 6반 경남 창원

입선 이승현 5 아트트리 미술학원 6세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이승현 8 인지초등학교 2학년 1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입선 이승호 7 옥현 초등학교 2학년 3반 울산 남구

입선 이시아 7 보평초 1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시우 7 동암초등학교 2학년1반 경기 의정부시

입선 이시우 11 다산한강초 4.5 경기 남양주시

입선 이시우 8 옥계동부초등학교 3학년 3반 경북 구미

입선 이시원 7 큰별초등학교 1-1 아르떼홍익미술학원 광주 광산

입선 이시윤 6 서울태랑초등학교, 1학년, 6반 서울 노원구

입선 이시윤 7 남호초등학교 1학년 3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입선 이시은 5 연꽃어린이집 하늘반 서울 성동구

입선 이시은 6 7세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시은 12 한마음초등학교 6-1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이시은 11 청림초등학교 5학년 2반 대구 수성

입선 이시은 8 유가초등학교 1학년 10반 호기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입선 이시후 10 지산초등학교 3학년 7반 경기도 파주시

입선 이아연 5 예솔미술교습소 유치부 예솔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이아인 7 하탑초 1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아인 9 당정 초등학교 3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이아진 10 도수초등학교 4학년3반 물감선생님의 아뜰리에 경기 광주

입선 이여준 7 해림초등학교 2학년 2반 부산 해운대



입선 이예나 8 서울녹번초등학교 2학년 7반 서울 은평구

입선 이예나 8 충현초등학교 2학년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입선 이예령 7 봉일천초등학교 2학년 5반 경기도 파주시

입선 이예린 11 서울서강초등학교 5학년 5바 빨간풍선미술창작소 서울 마포구

입선 이예린 5 푸른솔유치원 꽃잎반 경기 부천

입선 이예린 12 솔빛초등학교 5학년 2반 경기 화성시

입선 이예서 5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이예성 10 천동초등학교 3학년 꿈고래미술교습소 서울 강동구

입선 이예원 8 서울 초당초등학교 1학년 서울 도봉구

입선 이예원 9 강덕초등학교 3 그 아이 창작소 서울 강동구

입선 이예은 6 하늘채 SKY KIDS 어린이집, 하늘누리반(7세) 경기도 파주시

입선 이예은 9 죽림초등학교 2학년 5반 경남 통영

입선 이예지 7 1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예진 9 신기초등학교 3학년4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이예진 11 광사초 5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입선 이예하 6 자연유치원 세종대왕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입선 이온 8 대도초 1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이온 8 이현초등학교 2학년 3반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이요원 10 연가초등학교 5학년 4반 서울 마포구

입선 이용우 8 강신초등학교 2-4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이용우 7 서울시흥초등학교 1-4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이용현 7 한마음초등학교 1-5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이원준 9 서울상현초등학교 3학년 아라반 서울 동작구

입선 이유나 9 서울연은초등학교 3학년3반 서울 은평구

입선 이유림 11 대전금동초등학교 5학년1반 대전 서구

입선 이유빈 7 유치부 씽크앤아트 그림이야기 경남 창원

입선 이유안 8 갈현초등학교 2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입선 이유이 10 서울행현초등학교 4학녕1반 서울 성동구

입선 이유정 5 목동 폴리어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이유주 8 안말 3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유준 8 갈현초등학교 2학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입선 이유준 8 동백초등학교 1학년 6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이유찬 8 강신초등학교 2-6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이윤민 6 문장유치원 7세. 만6세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입선 이윤비 5 미취학 그림이야기 경기 양주시

입선 이윤서 6 해림초등학교 1학년 4반 부산 해운대

입선 이윤우 9 중문초등학교 4학년 4반 제주 서귀포

입선 이윤지 8 정덕초등학교 2학년 1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이율림 8 도수초등학교 2학년4반 물감선생님의 아뜰리에 경기 광주

입선 이은빈 9 희성초등학교 3학년 즐거운반 경기 안양

입선 이은율 8 다산한강초 2.3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이은재 8 대도초 1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이은찬 5 햇빛유치원 한우리반 경기 안양

입선 이은찬 6 사과나무 어린이집 경기 평택시

입선 이은채 9 서울 안산초등학교 2학년 홍익아트 서대문 서울 서대문구

입선 이재영 8 대전신평초등학교 2학년1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입선 이재욱 10 금동초등학교 3학년 1반 서울 금천구

입선 이재현 5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제주시

입선 이정민 6 랜퍼스어학원 ,7세,피카소반 서울 송파구

입선 이정민 7 강신초등학교 1-4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이정민 8 대구유가초등학교 2학년10반 별에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입선 이정솔 7 삼현초등학교 1학년 4반 아트앤하트 민락 경기 의정부시

입선 이정우 7 FITTP 미술학원 신길초등학교 1학년 3반 서울 동작구

입선 이정헌 5 을지 초등학교 2학년 서울 노원구

입선 이정현 6 BCMA 서울 중구

입선 이정후 10 동홍초등학교 5학년 6반 제주 서귀포

입선 이제서 7 우촌초등학교 1학년 3반 서울 성동구

입선 이제윤 5 청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다솜반 경기도 파주시

입선 이제인 7 청암초등학교 2학년 5반 경기도 파주시

입선 이제호 10 대구비슬초등학교 4학년7반 별에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입선 이주리 7 명지배화유치원 부산 강서

입선 이주아 5 효지어린이집, 슬기반 서울 광진구

입선 이주아 11 영흥초등학교 5학년 2반 인천 옹진

입선 이주형 7 한마음초등학교 1-1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이주형 10 대전 버드내초등학교 4학년1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입선 이주호 6 강동아이슐레어린이집 6세 세종반 서울 강동구

입선 이주희 10 문산동초등학교 4학년1반 경기도 파주시

입선 이준서 8 서울 양명초등학교 1학년 2반 서울 양천구

입선 이준우 9 이매초 3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준우 12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 충현초등학교 6학년 3반 경기 광명

입선 이준우 6 경산서부초등학교 1학년 1반 경북 경산



입선 이준형 8 신기초등학교 2학년4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이준환 8 옥수초등학교 1학년 5반 서울 성동구

입선 이지민 9 을지초등학교 3 3-5 아트피쉬 서울 노원구

입선 이지민 10 을지초등학교3-5 서울 노원구

입선 이지민 10 서울시흥초등학교 4-4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이지민 10 소화초등학교 4학년 2반 경기 용인 수지

입선 이지성 8 성남 여수초등학교 2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이지수 9 인동초등학교 2학년3반 인동지역아동센터 경북 구미

입선 이지아 9 도제원초등학교 2학년 줄리어드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남양주시

입선 이지아 9 용인대청초 3학년 2반 경기 용인 수지

입선 이지아 10 갑천초등학교 3학년 대전 서구

입선 이지아 5 라온유치원 5세.만3세 놀작캐슬아트미술교습소 경북 구미

입선 이지안 7 천왕초등학교1학년 서울 구로구

입선 이지안 8 이매초 2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지오 7 잉글리쉬닥터 7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이지우 11 봉은초등학교 5학년 코끼리를삼킨보아뱀 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이지원 11 미포초등학교 5학년 1반 울산 동구

입선 이지유 9 이매초 3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지윤 7 이매초 1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지율 7 POLY 7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이지음 8 서울송례초등학교 2학년 바름반 서울 송파구

입선 이지환 9 어울초등학교 3학년 2반 경기 안성시

입선 이지후 8 도수초등학교 2학년2반 물감선생님의 아뜰리에 경기 광주

입선 이찬얼 12 현암초등학교 5학년 아트트리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수지

입선 이채민 10 인왕초등학교 3학년 홍익아트 서대문 서울 서대문구

입선 이채민 8 대도초 1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이채민 11 풍양초등학교 5학년, 1반 그린꿈미술교습소 경기 남양주시

입선 이채아 7 서울잠신초등학교 2학년 1반 서울 송파구

입선 이채아 8 수원 정자초등학교 2학년 1반 경기도 수원

입선 이채연 8 서산 서남초 2학년 1반 충남 서산

입선 이채움 10 삼현초등학교 4학년 아트앤하트 민락 경기 의정부시

입선 이채원 8 버들초등학교 1학년 행복반 서울 송파구

입선 이채원 8 서이초등학교 2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입선 이채원 8 문산동초등학교 2학년6반 경기도 파주시

입선 이채원 7 이매초 1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채원 10 안말 4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채원 5 용인한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슬기반 경기 용인 수지

입선 이채은 8 성남대하초 2-1 경기 성남

입선 이채희 9 서울청운초등학교/ 3학년3반 서울 종로구

입선 이청희 7 무봉초등학교 2-4반 경기 화성시

입선 이태걸 10 숲속초등학교 3,7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이태양 8 푸른초등학교 1학년 샤갈의아이들 미술 경기 화성시

입선 이태용 7 이매초 1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이태준 8 당정 초등학교 2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이태흔 6 숲속 병설 유치원 6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이하경 11 양지초등학교 4학년 대전 서구

입선 이하람 7 광사초 1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입선 이하영 11 인천 원당초등학교 5학년 4반 인천 서구

입선 이하윤 7 향상어린이집 7세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이하윤 8 한솔초등학교 2-나래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입선 이하율 9 남곡초등학교 제2캠퍼스 3학년 1반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이하율 7 푸른초등학교 1학년 8반 경기 화성시

입선 이하은 8 한마음초등학교 2-5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이하은 10 인천미송초등학교 5학년 4반 인천 연수구

입선 이하준 8 정덕 초등학교 2학년 5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이하준 7 김포 호수 초등학교 1학년 안녕미술교습소 경기 김포

입선 이해리 8 대전유천초등학교 2학년1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입선 이해성 5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이해솔 7 은빛초등학교 1-5 아르떼홍익미술학원 광주 광산

입선 이해정 7 한마음초등학교 1-4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이현규 8 버들초등학교1학년행복반 서울 송파구

입선 이현석 8 성남대하초 2-3 경기 성남

입선 이현아 5 성주초등학교 1학년 2반 성주  성

입선 이현지 9 대전버드내초등학교 3학년1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입선 이형진 5 서울강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 동작구

입선 이혜서 8 미르초등학교 2-다솜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입선 이호건 8 웅천초등학교 1학년 6반 전남 여수

입선 이호준 9 동막초등학교 2학년 3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이희수 7 산내 초등학교 1학년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입선 이희준 8 대구유가초등학교 2학년4반 별에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입선 인지후 7 한마음초등학교 1-6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임가영 7 신기초등학교 1학년2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임다예 9 태성초등학교 2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입선 임도언 5 제주 엔젤유치원 잎새반 제주시

입선 임도혁 8 중앙초등학교 2학년 3반 예인미술학원 강원 강릉시

입선 임도현 6 벌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꽃잎반 경기 안양

입선 임리안 6 연은초등학교 1학년3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입선 임서윤 12 지산초등학교 6학년 4반 경기도 파주시

입선 임서정 10 서울잠신초등학교 5학년 8반 서울 송파구

입선 임서후 8 가운초등학교 2학년1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임소희 8 안평초등학교 2학년 3반 서울 동대문구

입선 임수아 7 삼릉초등학교 2-4 서울 강남구

입선 임수혁 12 남호초등학교 6학년 2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입선 임아지 6 오미나미술학원 유치부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입선 임연서 8 구봉초등학교 1,1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임예은 7 서울천왕초등학교1학년 서울 구로구

입선 임예진 8 남호초등학교 2학년 6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입선 임윤단 7 숭의초등학교, 1학년, 2반 서울 강남구

입선 임의균 6 현촌유치원 경기 평택시

입선 임재영 5 6세반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임정후 7 서울성동초등학교 1학년 2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입선 임지아 9 내유초등학교,2학년,5반 경기 고양

입선 임지우 8 FITTP 미술학원 대림초등학교 2학년 5반 서울 동작구

입선 임지환 9 옥길산들초등학교 2학년4반 디자인 그리고 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임지후 9 당정 초등학교 3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임지후 8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2학년4반 푸르지오 교습소 서울 송파구

입선 임지훈 8 송화초등학교 2-7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임진하 8 고헌초등학교 2학년1반 울산 북구

입선 임진훈 8 가양초등학교 1학년 경남 양산

입선 임채봄 5 자연유치원 강원 정선

입선 임채아 8 서울신학초등학교 3학년 2반 서울 도봉구

입선 임채연 7 언남초등학교 1학년 5반 서울 서초구

입선 임채율 8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2학년 경기 남양주시

입선 임태양 5 성체유치원 모세반 6세 서울 도봉구

입선 임하랑 7 서울오정초등학교1학년 서울 구로구

입선 임하은 7 서울오정초등학교1학년 서울 구로구

입선 임현준 7 서울오금초등학교 1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입선 임희서 5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임희수 8 모락초등학교 2학년 2반 경기 의왕시

입선 임희영 9 꿈꾸는 도자기별 미술학원 3학년 경기 남양주시

입선 임희주 8 풍양초등학교 2학년, 2반 그린꿈미술교습소 경기 남양주시

입선 장건우 5 마포 위즈아일랜드 서울 마포구

입선 장나래 11 뮤아센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장도영 9 대촌중앙초등학교 2학년 1반 광주 남구

입선 장두희 8 하남신평초등학교,2학년,2반 경기 하남

입선 장리온 10 상도초 4학년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장민경 10 풍광초등학교 3-2 꼬마피카소미술교습소 충북 청주

입선 장민제 9 연은초등학교 3학년1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입선 장민호 9 복음학교, 3학년1반 경기 용인 처인구

입선 장보윤 9 지도초등학교 3-3 햇빛미술방 경기 고양

입선 장서윤 6 알록달록공작소 알록달록공작소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입선 장수연 5 구갈성민유치원 사랑2반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장수환 7 성남 여수초등학교 1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장시우 8 솔밭초등학교 1학년 2반 충북 청주

입선 장아린 7 상도 1힉년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장예준 9 당정 초등학교 3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장원준 9 서울시흥초등학교 4-1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장은유 9 이담초등학교 2-고움 다원화가놀이터 경기도 동두천

입선 장인준 8 청아초등학교 1학년 2반 경기 하남

입선 장인지 10 청아초등학교 3학년 4반 경기 하남

입선 장재혁 8 보정초등학교 2학년 1반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장준혁 7 충현초등학교 1-6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입선 장지원 11 도련초등학교 5학년3반 민숙현미술과외 제주시

입선 장지윤 7 중산초등학교 1-3 조정윤미술 울산 북구

입선 장지호 6 복음유치원 경기 용인 처인구

입선 장하선 9 다산한강초 2.4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장하연 5 제스아일랜드 서울숲원 서울 성동구

입선 장하율 8 돌마초 2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장한빈 6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장현우 11 복음홈스쿨,5학년1반 경기 용인 처인구

입선 전민건 9 비슬초등학교 2학년 9반 호기심 미술학원 대구 달성

입선 전민세 6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입선 전서린 9 호성초등학교3학년3반 경기 안양

입선 전서준 7 현촌초등학교 1학년6반 경기 평택시

입선 전서진 7 아트트리 미술학원 1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전설아 6 가평초등학교(부산) 1학년2반 부산 사상

입선 전세은 10 동백초등학교 3학년1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전소율 6 시흥월곶초등학교 1학년 1반 경기 시흥시

입선 전수아 11 안말초 5학년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전승현 5 노블킨더유치원 지혜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입선 전시은 11 대전성모초등학교 5학년3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입선 전아현 6 보라매초등학교 1학년8반 서울 동작구

입선 전예서 7 김포은여울초등학교 1학년5반 안녕미술교습소 경기 김포

입선 전예윤 10 해솔초 3학년6반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입선 전예준 5 김해양문유치원 경남 김해

입선 전우진 10 천일초등학교 3학년 꿈고래미술교습소 서울 강동구

입선 전유림 9 황곡초 3학년 2반 경기도 수원

입선 전윤서 7 광주계림초등학교 1학년2반 광주 남구

입선 전은서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전은성 8 서울동광초등학교 2-1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전은재 11 당정 초등학교 5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전은채 8 부천남초등학교 2학년4반 스케치북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전주환 8 정동초등학교 2학년,3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입선 전지아 7 신기초등학교 1학년3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전진호 8 이매초 2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전채현 8 서울공진초등학교, 2학년10반 서울 강서구

입선 전하람 7 반석초등학교 1학년2반 대전 유성구

입선 전하엘 6 이화 유치원 6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전하영 7 대전한밭초등학교 1학년6반 대전 서구

입선 전하윤 8 죽림초등학교 1학년 7반 경남 통영

입선 전하율 5 5세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전혜성 10 서울동광초등학교 5-1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정 윤서 8 오현 초등학교 2학년 4반 경기도 수원

입선 정가로 8 이매초 2학년 로앤림 미술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정가빈 7 대구 봉무초등학교 2학년 2반 대구 동구

입선 정건우 6 예꿈자연어린이집 열매반 물감선생님의 아뜰리에 경기 광주

입선 정고운 8 서산 서남초등학교2학년6반 충남 서산

입선 정다슬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정다온 7 서울 양강초등학교 1학년 2반 서울 양천구

입선 정다윤 7 해밀초등학교 1학년 3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정다은 8 태성초등학교 1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입선 정다혜 12 낙동 초등학교 5학년  3반 양정화 미술 음악 학원 부산 사하

입선 정단비 6 진보 병설 유치원 민들레반 하늘스케치 미술학원 경북 청송

입선 정담희 6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정도원 10 다산한강초 3.4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정동하 5 둥근마음어린이집 열매반 서울 영등포구

입선 정문찬 8 의왕내동초등학교 3학년 4반 경기 의왕시

입선 정민재 6 아이들이야기어학원(유치원) 서울 마포구

입선 정상원 5 웃는땅콩어린이집  4-2반 경기 용인 수지

입선 정서아 6 하늘유치원 충남 아산

입선 정서윤 8 이매초 2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정서율 6 창포초등학교 1학년 1반 경북 포항

입선 정서율 11 (사천)사남초등학교  5학년 7반 경남 사천

입선 정서후 9 안말 3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정서희 9 오룡초등학교 3학년7반 목포영렘브란트미술교육원 전남 목포

입선 정세령 5 솔터병설유치원 경기 김포

입선 정세로 6 7세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정세음 9 화봉 초등학교 2학년 6반 도예와 미술이야기 미술학원 경기 남양주시

입선 정소담 10 광사초 4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입선 정소율 10 서울금나래초등학교 3학년 5반 서울 금천구

입선 정소율 7 두룡초등학교 1학년 1반 경남 통영

입선 정소이 9 인천먼우금 초등학교 2학년 2반 인천 연수구

입선 정송현 11 도련초등학교 5학년3반 민숙현미술과외 제주시

입선 정수민 7 서산 서남초1학년 2반 충남 서산

입선 정수아 10 서울가재울초등학교 4학년 자올반 서울 서대문구

입선 정수현 8 신상도 1학년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정승원 7 조봉초등학교 1학년1반 아트모마 광주 남구

입선 정승현 7 탑산 초등학교 2학년 1반 서울 강서구

입선 정시연 9 경도지역아동센터 / 완월초등학교 3학년 3반 경남 창원

입선 정아영 9 당정 초등학교 3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정연우 8 정덕 초등학교 2학년 8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정연우 7 한결초등학교 1학년 마루반 그림하임 충남 세종시

입선 정연우 10 동진초등학교 3학년 수 미술  교습소 경남 진주



입선 정예나 6 부산 사상

입선 정예온 7 하탑초 1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정예원 7 연은초등학교 1학년6반 그림아트스튜디오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입선 정예원 7 호암 초등학교 1학년 4반 라흐드 비브르 경기 의정부시

입선 정예원 11 동막초등학교 4학년5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정예원 7 삼정자초등학교 2학년3반 경남 김해

입선 정예인 10 신북초등학교 4학년 현대필아트미술학원 경기 포천시

입선 정예지 11 부천남초등학교 5학년1반 스케치북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정예훈 7 이매초 1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정우진 5 리틀다빈치미술교실 경기 김포

입선 정윤우 8 걸포초등학교 2학년4반 경기 김포

입선 정은빈 8 대신초등학교 1학년2반 부산 서구

입선 정은솔 11 석성초 5학년 6반 동백C&C 미술교육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정은우 9 정동초등학교 3학년,1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입선 정은주 10 여월초등학교 4학년 3반 경기 부천

입선 정은지 9 서울연은초등학교 2학년3반 서울 은평구

입선 정은찬 9 영본 3학년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정의담 9 대구복현초등학교 3학년 2반 대구 북구

입선 정이룸 7 청곡초등학교 1학년 예솔미술교습소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정이한 9 우촌초등학교 3학년 2반 서울 종로구

입선 정재영 5 가장행복한 드로잉 대구 수성

입선 정재윤 8 제석초등학교 1학년 2반 경남 통영

입선 정주연 9 서울상현초등학교 2학년 구슬반 행복미술 서울 동작구

입선 정주하 7 여의도초등학교 1학년 1반 서울 영등포구

입선 정준용 8 서울행현초등학교 3학년 3반 서울 동대문구

입선 정지민 9 우산초등학교, 4학년, 1반 경남 창원

입선 정지아 7 김포 청수초등학교 1학년 7반 안녕미술교습소 경기 김포

입선 정지안 8 다산한강초 1.3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정지우 10 광남초등학교 010-9930-1274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입선 정지우 11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입선 정지울 9 독정초등학교 3학년 2반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정지원 8 서울구암초등학교 2학년6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입선 정지유 8 대도초 1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정지유 6 7세 유치부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정지윤 9 잠동초등학교2학년1반 서울 송파구

입선 정지후 6 플래뮤아트센터 플래뮤아트센터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정지후 6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정찬우 7 서울 보라매 초등학교 1학년 3반 서울 동작구

입선 정채원 5 예초키즈클럽 피카소 라흐드 비브르 경기 의정부시

입선 정채율 6 리라유치원 7세반 홍선생미술  성동중구지사 서울 성동구

입선 정태균 9 원명초등학교 3학년 아뜰리에 서울 서초구

입선 정하랑 7 정덕 초등학교 1학년 3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정하랑 7 성남 여수초등학교 1학년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정하영 6 다은 유치원 6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정하윤 6 회룡 초등학교 1학년2반 라흐드 비브르 경기 의정부시

입선 정하윤 9 태성초등학교 2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입선 정하율 8 충현초등학교 2학년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입선 정한나 9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입선 정한음 6 판교유치원 7세반 모모미술교습소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정효원 9 글벗초등학교 2학년 대전 서구

입선 정희선 8 풍양초등학교 2학년, 2반 그린꿈미술교습소 경기 남양주시

입선 조강민 9 동막초등학교 2학년3반 동백자연미술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조강현 6 서울연은초등학교 1학년 5반 서울 은평구

입선 조강희 6 서울수서초등학교 1학년 2반 서울 강남구

입선 조건우 8 양덕초등학교 2학년2반 그린이 경남 창원

입선 조경서 8 양천초등학교 2학년1반 서울 강서구

입선 조경서 8 미르초등학교 2-마루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입선 조다정 7 서울금천초등학교 2-1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조민서 8 풍양초등학교 2학년, 2반 그린꿈미술교습소 경기 남양주시

입선 조민성 8 대도초 1학년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조민준 10 바스키즈미술학원 4학년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입선 조민혁 9 이매 4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조서윤 8 경기 여주 세종초등학교 1학년 경기 여주

입선 조성우 6 예원 유치원 6세반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조세현 6 유치원 7세반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입선 조수림 10 현촌초등학교 4학년 6반 경기 평택시

입선 조수빈 6 부산 수영초등학교 1학년 2반 부산 수영

입선 조승아 9 한마음초등학교 3-5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조승우 6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입선 조아라 5 ccle 어학원 7세유치부 경기 남양주시

입선 조아예 6 낙생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조아인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조아현 8 옥길버들초등학교 2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조연후 7 한솔초등학교 1-가람 세종홍익미술학원 충남 세종시

입선 조예나 10 불광초등학교 4학년 6반 서울 은평구

입선 조예은 10 오마초등학교 4학년8반 경기 고양

입선 조예준 5 숲유치원 이슬향기반 서울 은평구

입선 조우현 7 산내 초등학교 1학년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입선 조우현 8 김해대청초등학교 2학년 8반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입선 조유나 8 잠동초등학교1학년3반 서울 송파구

입선 조유빈 10 안말 4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조윤서 7 김해대청초등학교 1학년 1반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입선 조윤솔 11 개운초등학교 4 4학년 2반 똥꼬땅 생각을 달다. 서울,성북구

입선 조은별 11 대전 버드내초등학교 5학년2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입선 조의연 7 현촌초등학교 1학년 3반 경기 평택시

입선 조지정 10 풍광초등학교 3-2 꼬마피카소미술교습소 충북 청주

입선 조태강 5 여수새롬미술학원 전남 여수

입선 조하늬 5 한내유치원 열매1반 경기 고양

입선 조하원 6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조한슬 10 만성초등학교 3학년 4반 풀아트테라피 전북 전주

입선 조한승 8 만성초등학교 1학년1반 풀아트테라피 전북 전주

입선 조현서 5 바스키즈미술학원 6세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입선 조현아 9 안말 3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조현우 6 동광어린이집 7세 파랑반 서울 동작구

입선 조환희 7 별가람초등학교  2학년5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조효린 10 초등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입선 주도윤 7 한마음초등학교 1-3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주보미 8 다산한강초등 1.8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주승아 8 풍양초등학교 2학년, 1반 그린꿈미술교습소 경기 남양주시

입선 주아진 8 인천연화초등학교 2-1 인천 연수구

입선 주하나 3학년 4반 9 현촌초등학교 3학년 4반 경기 평택시

입선 주현률 9 살레시오초등학교 2학년 산반 광주 서구

입선 주효린 8 진보 초등학교 2학년 1반 하늘스케치 미술학원 경북 청송

입선 주효진 10 서울시흥초등학교 4-4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지서령 8 중탑초등학교 1학년 1반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지서윤 10 정덕초등학교 4학년 2반 예랑미술학원 서울,성북구

입선 지예은 8 돌마초 3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지유송 7 한마음초등학교 1-1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지윤비 9 풍광초등학교 2-1 꼬마피카소미술교습소 충북 청주

입선 지호준 9 이매초 3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진도윤 8 문원초등학교 2학년 1반 경기 과천

입선 진아린 8 문원초등학교 2학년 1반 경기 과천

입선 진여원 10 남문초등학교 3학년3반 부산 진구

입선 진연우 7 Sph(Sekolah Pelita Harapan)     Grade 1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진예성 9 다산한강초 2.9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진율 7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진주원 10 남문초등학교 3학년7반 부산 진구

입선 차수윤 8 서울구남초등학 2학년 1반 바스키즈미술학원 서울 광진구

입선 차예주 8 삼육초등학교 1학년 줄리어드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남양주시

입선 차우혁 10 신기초등학교 4학년1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차유빈 8 배곧한울초등학교 2~6 경기 시흥시

입선 차유빈 9 배곧한울초등학교2~6 경기 시흥시

입선 차윤서 8 죽림초등학교 1학년 4반 경남 통영

입선 채소율 6 조안초등학교, 1학년, 1반 경기 양평

입선 채지우 8 남양초등학교 2학년 4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입선 채하민 12 숲속초등학교 6-2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채현민 10 숲속초등학교 4-3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천세음 9 대구지봉초등학교 3학년 1반 대구 수성

입선 천세현 7 대구지봉초등학교 1학년 1반 대구 수성

입선 천주원 7 경주황남초등학교 1학년 4반 놀작마이아트경주용황 경북 경주

입선 천주하 8 천호초등학교 2 그 아이 창작소 서울 강동구

입선 천지혜 11 목포 삼학초등학교 5학년 3반 전남 목포

입선 최강현 5 은성유치원 6세반 꿈을그리다 경북 구미

입선 최고은 9 통일초등학교 3학년 그리미네미술교실 경기도 파주시

입선 최기빈 9 신상도초등학교 3학년6반 미술로생각하기 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입선 최나린 9 오현 초등학교 3학년 2반 경기도 수원

입선 최다온 8 서산 서남초 2학년5반 충남 서산

입선 최다인 8 경희초등학교 3학년 장미반 서울 노원구

입선 최다인 7 송중초등학교 1학년 4반 서울 강북구

입선 최담 9 하탑초 3학년 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최라은 8 제석초등학교 1학년 7반 경남 통영

입선 최라희 9 전주인봉초등학교 2학년 2반 전북 전주



입선 최루아 5 천안 색동유치원 충남 천안

입선 최루하 7 와석 초등학교 1학년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입선 최리안 5 오늘유치원 열매1반 경기 고양

입선 최민결 8 목운초 1-1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입선 최민서 6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최민영 11 안양안일초등학교 4학년 3반 경기 안양

입선 최민혁 6 중산병설유치원 * 조정윤미술 울산 북구

입선 최빛나 10 다산한강초 3.4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최상현 9 경기충현초등학교 3-4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최샘물 9 안서초등학교 2-2 다빈치 충남 천안

입선 최서연 5 의명유치원 사자반 서울 송파구

입선 최서연 11 소만초등학교 4학년1반 경기 고양

입선 최서우 12 당촌초등학교 5학년3반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최서윤 6 돌샘유치원 서울 강동구

입선 최서인 6 동성유치원 보라반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입선 최서진 5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최서하 7 강신초등학교 1-1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최소은 6 PSA 6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최송현 10 상하초 4학년 2반 동백C&C 미술교육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최수아 8 대전신평초등학교 2학년2반 젊은평미술학원 대전 중구

입선 최수연 10 대구용천초등학교 4-2 대구 달서

입선 최승아 9 당정 초등학교 3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최승준 10 남호초등학교 4학년 7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입선 최아연 6 RISE 6세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최아영 8 신기초등학교 2학년1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최아인 9 김해대청초등학교 3학년 2반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입선 최연우 8 강신초등학교 2-5 아트필미술교습소 서울 강서구

입선 최연우 9 대현초등학교 3학년2반 경기 용인 수지

입선 최예나 8 오현 초등학교 2학년 1반 경기도 수원

입선 최예령 6 광주광명초등학교,1학년,3반 경기 광주

입선 최예서 8 서울탑동초등학교 2-2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최예진 7 한마음초등학교 1-6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최온유 6 에덴유치원 샘물반 서울 성동구

입선 최우영 9 중산초등학교 3-4 조정윤미술 울산 북구

입선 최윤서 9 잠동초등학교2학년3반 서울 송파구

입선 최윤서 10 신기초등학교 4학년1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최윤서 10 풍광초등학교 3-2 꼬마피카소미술교습소 충북 청주

입선 최윤우 5 마포 위즈아일랜드 서울 마포구

입선 최윤지 8 서초초등학교 3학년 1반 알록달록공작소 서울 서초구

입선 최윤지 10 대구송정초등학교 3학년 6반 대구 동구

입선 최은아 6 미술로생각하기 유치원 미술로생각하기 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입선 최은유 7 경복초등학교 1학년 4반 서울 송파구

입선 최은채 11 이매초 5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최은혜 7 안말초 1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최이안 5 은정유치원 6세 아트트리 미술학원 경기 성남

입선 최재원 10 삼미초등학교 4학년 1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입선 최정원 8 서울구암초등학교 2학년4반 미술로생각하기관악서울대 서울 관악구

입선 최제웅 7 대현초등학교 2학년3반 경기 용인 수지

입선 최주아 10 내정초등학교 3학년 1반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최주원 7 경희초등학교 1학년 매화반 서울 노원구

입선 최준혁 10 서울금동초등학교 4-1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최지선 10 신기초등학교 4학년1반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최지온 9 하탑초 3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최지우 5 강동무지개어린이집 5세 꿈고래미술교습소 서울 강동구

입선 최지우 9 예원초등학교 2학년2반 부산 진구

입선 최지유 9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2학년 5반 서울 서초구

입선 최지유 7 폴리어학원 rabbit class / 유치부 경북 구미

입선 최지은 9 동진 초등학교 2학년2반 수 미술  교습소 경남 진주

입선 최지호 7 서울탑동초등학교 2-2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최지호 6 내원사유치원 경남 양산

입선 최지훈 6 서울옥수초등학교 1학년 4반 서울 성동구

입선 최하람 7 화순 오성초등학교 1학년 2반 요미요미광주풍암 광주 서구

입선 최혁진 8 라온초 1학년1반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입선 최현서 5 강릉 엘리트어린이집 강원 강릉시

입선 최현아 7 남양초등학교 2학년 2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입선 최형준 9 대청초 3 대구 수성

입선 최희우 7 사하초등학교 1학년4반 부산 사하

입선 최희원 11 낙동 초등학교 4학년 6반 양정화 미술 음악 학원 부산 사하

입선 추라엘 5 리틀키즈반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입선 추지안 8 봉현초등학교 2학년 6반 서울 관악구

입선 편다윤 6 석화유치원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입선 표준수 6 솔빛유치원 열매5반 리틀신윤복 경기 화성시

입선 표진서 8 서울신흥초등학교 3-3 창작공간혜윰 서울 금천구

입선 하리원 6 PSA영어유치원 드래곤반 부산 해운대

입선 하서림 9 당정 초등학교 3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하서우 7 인지초등학교 1학년 1반 놀작 아트랑앳홈 부산 해운대

입선 하서율 6 유치부 너랑노랑 미술학원 경기 성남 수정

입선 하성훈 7 예일 초등학교 1학년 사랑반 서울 서대문구

입선 하시은 11 낙동 초등학교 4학년 7반 양정화 미술 음악 학원 부산 사하

입선 하시후 5 현대경복유치워 서울 서대문구

입선 하윤서 12 이담초등학교 5-라온 다원화가놀이터 경기도 동두천

입선 하윤아 9 이담초등학교 2-고움 다원화가놀이터 경기도 동두천

입선 하주윤 8 동성초등학교 2학년,1반 붓이 있는 풍경학원 경남 사천

입선 하지우 9 태전초등학교 2학년 어린화가들 예가람원 경기 광주

입선 한규빈 6 서산 예천초등학교 1학년 2반 충남 서산

입선 한기환 11 당정 초등학교 5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한다희 8 낙동 초등학교 1학년 4반 양정화 미술 음악 학원 부산 사하

입선 한동윤 7 서울 한양초등학교 1학년 4반 서울 강남구

입선 한민지 11 여의도초등학교 5학년 5반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입선 한새별 11 유가초등학교 4-7반 대구 달성

입선 한서아 5 유노어린이집 무궁화반 아트앤하트 민락 경기 의정부시

입선 한서연 7 덕동초등학교 1학년 5반 경기 평택시

입선 한서윤 6 서울경동유치원 서울 중구

입선 한선우 6 유치원 꿈이자라는미술학원 서울 양천구

입선 한승아 9 잠동초등학교2학년4반 서울 송파구

입선 한승운 8 학동초등학교 1,6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한시우 8 서울 신상도 초등학교 2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한아연 7 광사초 1 박소현의 4b연필 미술학원 경기 양주시

입선 한예솜 8 잠신초등학교 1학년 6반 서울 송파구

입선 한예원 7 서울군자초등학교 1학년 들반 서울 동대문구

입선 한유안 8 늘푸른초등학교 2학년 3반 예뜰아트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한유준 8 서울봉현초등학교 2학년 2반 서울 동작구

입선 한재윤 11 대구한샘초등학교 4학년 2반 민아트미술학원 대구 달서

입선 한재율 5 어린이집 6세반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입선 한주윤 7 삼현초등학교 1학년 아트앤하트 민락 경기 의정부시

입선 한준규 6 가정보육 6세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한지애 10 당정 초등학교 4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한지유 5 다산새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해님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한지유 5 다산새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해님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한지윤 8 서울 삼일초등학교 2학년 2반 서울 동작구

입선 한지훈 8 부천서초등학교 2학년2반 경기 부천

입선 한창운 8 학동초등학교 1,7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한채아 12 다산한강초 5.2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한채윤 8 행당초등학교 3학년 6반 서울 성동구

입선 한채윤 6 망월초등학교 1학년 마인드허그 경기 하남

입선 한채은 10 숲속초등학교 3,2 모두의미술학원 경기 화성시

입선 한태경 6 색동유치원 모름 미술여행미술교습소 서울 은평구

입선 한혜승 7 남양초등학교 1학년 1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입선 한효원 6 서울덕암초등학교 1학년 1반 서울 노원구

입선 함서준 9 잠동초등학교2학년4반 서울 송파구

입선 함승연 7 서울방산초등학교 1학년3반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입선 함시온 8 남호초등학교 2학년 6반 그림샘 강원 동해시

입선 함예은 8 충현초등학교 2학년 아트주주 미술교육원 경기 광명

입선 함지율 9 풍양초등학교 3학년, 2반 그린꿈미술교습소 경기 남양주시

입선 함태식 7 호명 초등학교 1학년 1반 강원 평창

입선 허유진 9 여의도초등학교 4-7 화동미술학원 서울 영등포구

입선 허유진 8 벌말초등학교 3학년 3반 박나은 미술 경기 화성시

입선 허윤지 8 해림초등학교(부산) 2학년,  3 부산 해운대

입선 허율 7 인천 초은초등학교 1학년 6반 그림아트스튜디오 응암미술교습소서울 은평구

입선 허이진 5 마포 위즈아일랜드 서울 마포구

입선 허제인 7 김해대청초등학교 1학년 5반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입선 허제희 5 맘에든유치원 크리아트창의미술 경남 김해

입선 허준성 7 광주광역시 불로초등학교 1학년3반 광주 남구

입선 허준희 6 벌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쁨반 박나은 미술 경기 화성시

입선 허진 7 부림초등학교 2학년 1반 경기 안양

입선 허하린 9 개운초등학교 3 3학년 1반 똥꼬땅 생각을 달다. 서울,성북구

입선 형주원 8 대도초 1-7 플래뮤아트센터 / 대치미술학원 서울 강남구

입선 홍가은 9 서울한산초등학교,3학년 4반 서울 강동구

입선 홍다빈 6 한백초등학교 1학년 6반 경기 화성시

입선 홍다정 5 해피엔절 어린이집, 하늘반 서울 강서구

입선 홍새연 8 서울 목운초등학교 1-6 해피아트 서울 양천구

입선 홍서연 9 태강삼육초등학교2학년 소망반 경기 남양주시



입선 홍서진 8 한마음초등학교 2-7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홍서희 8 당정 초등학교 1학년 다빈치 미술학원 경기 군포시

입선 홍성은 10 서울흑석초등학교 5학년 4반 서울 동작구

입선 홍수아 6 빛과소금유치원 경기 구리시

입선 홍예린 8 중산초등학교 2-7 조정윤미술 울산 북구

입선 홍예진 7 그레이프트리어학원 7세 꿈고래미술교습소 서울 강동구

입선 홍예진 12 서울오금초등학교 5학년 3반 서울 송파구

입선 홍유준 6 7세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홍지유 6 그아이창작소 서울 강동구

입선 홍진하 7 남양초등학교 2학년 5반 아트소울 미술학원 경남 창원

입선 홍채원 7 주양초등학교 1-3 꿈꾸는 화실 부산 사상

입선 황다온 9 중산초등학교 2-5 조정윤미술 울산 북구

입선 황다은 10 김해구지초등학교 3학년4반 경남 김해

입선 황도현 6 동아 어린이집 서울 동대문구

입선 황동주 9 시흥신일초등학교 3학년 4반 경기 시흥시

입선 황리안 8 서울 신상도 초등학교 2 미술로생각하기 상도미술학원 서울 동작구

입선 황보소윤 7 분당초등학교 1학년2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황서하 8 하나로미술  1학년 대전 서구

입선 황성윤 7 광교초등학교 1학년 4반 경기도 수원

입선 황세호 9 인수초등학교 2학년 5반 서울 강북구

입선 황시연 9 안말 3 이매더에이치조형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황신우 5 부천신흥초등학교 2-2 경기 부천

입선 황아인 8 남강초등학교 3학년 글샘반 강원 강릉시

입선 황아준 7 산내 초등학교 1학년 타이거 플래닛 미술 경기도 파주시

입선 황여정 9 동답초등학교 4학년2반 서울 동대문구

입선 황연재 6 예지슬유치원, 셰익스피어반 충남 아산

입선 황예솔 7 한마음초등학교 1-3 더함미술교습소 경기 화성시

입선 황유나 9 남곡초등학교 3학년3반 유니팝미술한숲시티학원 경기 용인 기흥구

입선 황유빈 7 서울봉현초등학교 1학년 2반 서울 관악구

입선 황윤 6 오미나미술학원 유치부 오미나미술학원 경기 시흥시

입선 황윤초 8 고양 화정초등학교 2학년 5반 미그림 미술학원 경기 고양

입선 황인혜 9 갑천초등학교 3학년 하나로미술 대전 서구

입선 황재승 5 마포폴리유치원 서울 용산구

입선 황재희 7 수완초등학교 1-3 아르떼홍익미술학원 광주 광산

입선 황주원 6 베스트키즈 머큐리반 진아트슐레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황주하 11 서울오금초등학교 5학년 아트지온미술학원 서울 송파구

입선 황지민 9 이매초 3학년 로앤림 미술학원 경기 성남 분당

입선 황지안 10 서울 드와이트외국인학교 4학년 B반 서울 마포구

입선 황지은 8 김해구지초등학교 1학년 7반 경남 김해

입선 황채이 8 옥길버들초등학교 2학년 잼아트미술학원 경기 부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