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개더링 중등

경기결과

구분 이름 소속 지역 순위 시상
세계대회

진출권
비고

1 이승학 청림중학교 경기 1 대상 부여

2 김철준 범서중학교 울산 2 금상 부여

3 조도영 안성중학교 경기 3 은상 부여

4 김선호 물금동아중학교 경남 4 은상 부여

5 권민영 안성안청중학교 경기 5 은상 부여

6 이대엽 유곡중학교 울산 6 은상 부여

7 장민석 대전송촌중학교 대전 7 은상 부여

8 송유진 대전갑천중학교 대전 8 은상 부여

9 김세훈 언주중학교 서울 9 은상 부여

10 고태호 범서중학교 울산 10 동상 부여

11 곽지헌 두루중학교 세종 11 동상 부여

12 윤현빈 덕풍중학교 경기 12 동상 부여

13 이동훈 덕풍중학교 경기 13 동상 부여

14 김준영 용호중학교 부산 14 동상 부여

15 방승현 대전두리중학교 대전 15 동상 부여

16 최리안 신평중학교 경기 16 동상 부여

17 이수경 대전삼육중학교 대전 17 동상 부여

18 김도현 동해중학교 부산 18 장려상

19 유한울 천상중학교 울산 19 장려상

20 이준석 범서중학교 울산 20 장려상

21 정윤호 울산범서중학교 울산 21 장려상

22 김태윤 신주중학교 경남 22 장려상

23 한승재 신일중학교 울산 23 장려상

24 정세연 안양평촌중학교 경기 24 장려상

25 정성원 서현중학교 경기 25 장려상

26 김경환 장전중학교 부산 26 장려상

27 홍석균 수내중학교 경기 27 장려상

28 황다경 울산호계중학교 울산 28 장려상

29 유상원 양영중학교 경기 29 장려상

30 김은우 덕풍중학교 경기 30 장려상

31 송준호 염창중학교 서울 31 장려상

32 김명도 안화중학교 경기 32 장려상

33 김시우 부천석천중학교 경기 33 장려상

34 문서준 인왕중학교 서울 34 장려상

35 가동호 서산석림중학교 충남 35 장려상

36 조성준 서현중학교 경기 36 장려상

37 구민준 백석중학교 서울 37 장려상

38 김예성 안양귀인중학교 경기 38 장려상

39 소지훈 안성비룡중학교 경기 39 장려상

40 주아현 목운중학교 서울 40 장려상

41 황정원 물금중학교 경남 41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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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파밍 익스트림 중등

경기결과

구분 이름 소속 지역 순위 시상
세계대회

진출권
비고

1 오지원 명인중학교 경기 1 대상 부여

2 한송훈 계산중학교 인천 2 금상 부여

3 차윤상 상도중학교 경기 3 은상 부여

미션형창작 초등

경기결과

구분 이름 소속 지역 순위 시상
세계대회

진출권
비고

김형우 안양귀인초등학교 경기

윤은찬 안양민백초등학교 경기

최연호 안양범계초등학교 경기

길태영 신탄진초등학교 대전

박민의 한밭초등학교 대전

이승훈 용인서원초등학교 경기

황세중 신풍초등학교 경기

김태한 안양귀인초등학교 경기

백준호 안양민백초등학교 경기

이태훈 안양부흥초등학교 경기

1 RobotMate J2

2 추천받아요

부여

부여

부여

부여

3 Two Oranges

4 RobotMate J1

대상

금상

은상

동상



AI축구 고등

경기결과

No. 팀원 학교 팀명 지역 시상 비고
1 RobotMate C0 박현수 평촌경영고등학교 경기 대상

윤수환 대성고등학교 대전

최용훈 대신고등학교 대전

김태훈 교 경북

이풍운 교 경북

엄돈건 경원고등학교 대구

이수성 풀수학학교 대구

김지헌 문명고등학교 경북

이채영 대구여자고등학교 대구

홍동국 경신고등학교 대구

드론자율비행미션 초등

경기결과

구분 이름 소속 지역 순위 시상
세계대회

진출권
비고

1 은도연 송원초등학교 경북 1 대상

2 김민교 구평남부초등학교 경북 2 금상

3 채민기 광주신암초등학교 광주 3 은상

4 김지한 옥계동부초등학교 경북 4 은상

5 김선명 해마루초등학교 경북 5 동상

6 김시현 옥계동부초등학교 경북 6 장려상

7 조재홍 인천검암초등학교 인천 7 장려상

8 곽경록 구평남부초등학교 경북 8 장려상

9 이현준 검암초등학교 인천 9 장려상

10 최정오 해마루초등학교 경북 10 장려상

11 김도헌 옥계동부초등학교 경북 10 장려상

12 백창현 옥계동부초등학교 경남 11

13 이윤석 인천간재울초등학교 인천 11

2 윤수환&최용훈 금상

3 maybecold 은상

4 미래축구4 동상

미래축구85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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