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팀명 팀원 이름 학교명 UCC제목

1 A.R FarmBot 이인규, 이동근 동래초, 양성초 A.R FarmBot

2 KTH 김태환, 권태훈 남문초 스마트목장로봇

3 그린팀 김보건, 김찬민 남문초 Plant Doctor

4 헤파이스토스 차성일, 이준학, 성건오 사직초, 사직초, 거학초 딜리전트 파머

5 아미 남현서, 손동연 남문초 만능비료로봇

6 골목3대장 남동혁, 김경모, 안세환 한수초, 한수초, 도래울초 밭농사의 신

7 현서수호그리고은호 황현서, 윤수호, 정은호 다산학교, 성석초, 한뫼초 파종기 로봇

8 팜피플 우재헌, 이시훈 매원초, 호수초 엘바로봇

9 Two Oranges 이승훈, 황세중 서원초, 신풍초 LHWR

10 S.P 윤상훈 한교빈 신풍초 AC Robot

11 Future Think 이찬민, 이주원 중앙기독초, 신풍초 AFA Robot

12 호호하하 원호제, 오하진 율금초, 반야월초 파밍로봇

13 투킴 김윤석, 김민규 숙천초, 새론초 멀티봇

14 KSC 김선우, 송진후, 정서윤 정평초, 한빛초, 페이스튼기독국제학교 PLANT BOT

15 동현동현 김동현 명지초등학교 미세먼지쉴드

16 에코 윤상우, 오진수 부산국제외국인학교, 동성초 자동식물재배타워

17 JYC팀 이유건, 이재우, 이진철 부용초, 민락초, 송양초 흥부네농장

18 로봇시대 김유완, 이강빈, 이예준 삼현초, 용현초, 송산초 인공지능 직거래 장터

19 즐거운 농부팀 김예찬, 김태율, 이재원 오동초, 송산초, 민락초 스마트수확기

20 판다팀 김서진, 김태운, 박창배 오동초, 송산초, 송산초 농업용빗물재활용시스템

21 굿파머스 강태윤, 신민철, 김신용 대덕초, 송강초, 한밭초 SSFWBOT

22 오리궁뎅이팀 김나연, 백주원 대전가양초, 대전삼성초 오리로봇

23 BababaMilk 길승재, 성무빈 대전목동초, 한밭초 FreshAirAnimal

24 마법사팀 이나현, 남궁현정 대전버드내초, 대전신평초 위딩로봇

25 로보팀 송규선, 송보윤 대전버드내초 모과사바로봇

26 ShynessBoys 김재성, 김현진 대전봉명초, 화정초 잡초를뽑는로봇

27 유니크킬러 김정겸, 이승훈 대전성모초, 계산초 햇빛로봇

28 하모하모 김준모, 신주하 대전탄방초, 전민초 AIWATERBOT

29 아파트 서유진 대전한밭초 그린티어

30 태현&태경 유태현, 유태경 대전한밭초 스마트곡식수확기

31 포핏 류가은, 박서형 대전한밭초 그린하우스

32 리틀데몬 백성현, 이민혁 둔산초, 문산초 병충해알림로봇

33 어벤져스팀 이도훈, 박지훈 문정초 농작물머신

34 반석농부들 정승현, 권도현, 이은호 반석초 베란다스마트텃밭

35 메카봇 박봉관, 조민규, 김준성 송일초, 한샘초, 매곡초 가제트팔

2019년 창작부문 본선진출자 명단

초등부

본선에 진출하신 분들은 자신의 이름/팀명/학교명/을 확인하시어

이상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Q&A를 통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순서는 성적순이 아닙니다.

본선 진출은 인원에 제한 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참가자들에게

본선진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본선 진출자 분들은 추후 공개될

본선 일정에 따라 대회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팀명 팀원 이름 학교명 UCC제목

1 상상로봇 김태양, 안형진 성동중 PRT system robot

2 지니어스팀 안지호, 한승주 내성중, 여명중 멀티농사로봇

3 알파 베타 박부성, 남현주 동해중, 부산서중 식물적합환경자동조절로봇

4 LeeAnSo 안세준, 이재영, 김소연 압구정중 Multi-Wearable robot

5 핸드가드 방명규, 김기찬, 김명현 화정중, 지도중, 신능중 엑스갓

6 ASD 유창훈, 양기환 덕이중, 한수중 농촌질병패트롤봇

7 finale 설재원, 정현욱, 오정원 서현중, 서현중, 운중중 작물영양지킴이로봇

8 fusion 조재준, 김승진 반포중, 수내중 이슬재배로봇

9 JUPITER 신승우, 오채민, 최서후 동학중, 화성반월중, 동학중 Shift pollen

10 IP 임주원, 박진원 수원다산중 과세포

11 다.E.소 이건희, 전용정, 전성우 수원다산중 Care Farmer

12 YM 이정윤, 노현우, 조재윤 연무중 IM

13 Sweet Tomato 한연대, 김현수, 박세영 이의중, 수원다산중, 남수원중 Sweet Tomato

14 Team Solo 정현준, 고주영, 이윤성 이의중, 청계중, 수원다산중 Together

15 Country Road 배장욱, 노진한 가람중, 화명중 A.R.M

16 CODE 정동운, 김수빈, 신강현 성화중, 새론중, 안심중 휴먼

17 STEM 배진영, 박세인, 조성원 새론중, 무학중학교, 무학중 스마트봇

18 민준해찬 심민준, 이해찬 건국중, 대신중 밭안관

19 에코 오민수, 이정현 해강중, 해운대중 분무식자동재배기

20 딱따구리팀 정한결, 박상준 대전우송중, 대전보문중 토네이도로봇

21 AI 배원호, 김태훈, 정명재 용산중, 용산중, 대륜중 자동작물재배로봇

22 로봇매니아 채경민, 박근영 조암중, 학산중 농업용수지킴

23 파이브스타1 홍준만, 배창빈, 이대권 영남삼육중, 오성중, 오성중 토지지킴이

24 c골라 노승민, 김태윤 월암중학교 c골라

25 걸스데이 강지헌, 최은영 영신중, 동도중 과수원빛돌이

26 파이브스타2 양민준, 강병수, 박재욱 오성중 밀엄키우기로봇

27 희망이 이성민, 문지훈, 김민준 동원중, 대륜중, 청구중 희망이

28 S-oil 강태완, 박석현, 이준혁 사직중, 동신중, 여명중 농업혁명로봇

구분 팀명 팀원 이름 학교명 UCC제목

1 울산촌놈 엄희준, 정원교 학성고, 울산중앙고 과일수확로봇

2 FA 김준원, 김준호 대양전자통신고, 해운대공업고 Multi Farm Robot

3 휴머노이드 진민석, 맹원재, 이유환 전북기계공업고 SAMSON

4 맛있는타이어 홍다오, 이시현, 감승민 돌마고, 보평고, KIS 냉풍재배로봇

5 TAMER 전민건, 조성빈, 황민호 전북기계공업고 TIGER

6 회화관 세얼간이 강민성, 이재혁, 신영빈 부산일과학고등학교 FarmR

7 Old boys 박동영, 이수호 광교고, 이의고 C robot

8 아침햇쌀 양준영, 임유성 향남고, 망포고 모봇

9 Terraforming 서영재, 정혁주 NLCS Jeju 잡초뽑는장인

10 LTAR 박건태, 정현규 울산과학고 LTAR

11 Sarahteam 전서현 국원고등학교 가상펜스와 목동로봇을 이용한 가축방목 시스템

12 AK 이강현, 박천욱, 하석현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Agricultureking

13 재간둥이 서현우, 최건영, 홍지윤 일산대진고 스마트 모듈형농장

14 사이다 신현탁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빈집농장

15 킹갓ROTTO 강하리, 정지안 울산과학고 킹갓ROTTO

16 DPR Live 정보영, 박규민 울산과학고 Fine dust Cleaner

17 아쿠아맨 이민제, 정민석, 최현욱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A.W.M

18 천공의 ROTTO 권은성, 윤태양 울산과학고 기렁이

19 MOS(모스) 정종엽, 육승현 세종두루고등학교 잡초박멸로봇

20 로봇마스터팀 박성원, 박열음, 윤수환 중앙고, 충남여고, 대성고 ACTer

21 미래로봇 이수성, 엄돈건, 백민제 폴수학학교, 경원고, 화원고 스마트팜로봇

22 오뚜기 이채영, 홍동국, 김지헌 대구여자고, 경신고, 문명고 산성화방지로봇

고등부

중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