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팀명 제목

1 157 임정훈 김동훈 명곡초등학교 한샘초등학교 적조방지

2 1년차 김상훈 김태훈 나서우 한밭초등학교 탄방초등학교 남획은 AI가 막는다

3 바다구조대 전성우 김노아 이승훈 신풍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적조정수봇

4 BOY STORY 이윤성 고주영 김현규  신풍초등학교  청계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  CROWN 

5 C-Dragon 신민철 조용진 송강초등학교 성모초등학교 Ocean clean up

6 CREATE 양민준 박봉관 김민재 매동초등학교 도림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 숲돌이로봇

7 Creative 박정진 정윤석 심재민 성룡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한밭초등학교 Keep Off

8 Dream Challenge 정경훈 정서윤 페이스튼기독국제학교 SaveTheSeaBot

9 ECO JUS 김재원 이유상 이성민 탄방초등학교 한밭초등학교 Windmill Light

10 FUTURETHINK 이찬민 이주원  중앙기독초등학교  신풍초등학교  워터무브 

11 H3 선인호 윤예훈 이도훈 삼육초등학교 한밭초등학교 문정초등학교 바다오염 방지 캠페인봇

12 Half moon 김동하 유석현 TCIS 목동초등학교 Boat saving tower

13 How can we save 길성빈 강태윤 김신용 목동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한밭초등학교 Auto Recycle

14 PPR 태현우 송시영 최주리아 손곡초등학교 한빛초등학교 OSB

15 Robot Master 장재준 송전초등학교 ProtectSea

16 SH.J 서희재 송혁 문정초등학교 성모초등학교 TheTrashRace

17 Spicy Brothers 신원준 신희준  이의초등학교  이의초등학교  FILTER BOT 

18 Twinkly Brains 임재웅 임재연 상원초등학교 Garbage Crab

19 Wsaver 김동현 김민준 박진원  신풍초등학교   WHALEP 

20 고래상어 백성현 박지훈 김성원 둔산초등학교 목양초등학교 한밭초등학교 기름먹는 고래상어

21 남방기 방명규 남동혁 고양화정초등학교 한수초등학교 TRASH KILLER

22 노벨팀 하현진 문준휘 이인규 해강초등학교 센텀초등학교 동래초등학교 wearshark

23 북극생물지킴이 정서윤 임주원  신풍초등학교  집.기.로봇 

24 블루라이프 전무건 신재영 예원초등학교 스마트샤크

25 서울다이나믹스 한승우 이진모 대치초등학교 압구정초등학교 쓰레기수집가

26 스템 조배성 김재년 원호제 만촌초등학교 대구동도초등학교 대구율금초등학교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바다를 구하자

27 아미 남현서 손동연 남문초등학교 수중쓰레기흡수로봇

28 안남초 최현준 최민준 안남초등학교 미세플라스틱제거 로봇

29 오션닥터 김태양 안형진 성동초등학교 blue whale

30 옥새미 06 김현재 동래초등학교 Trident(포세이돈 삼지창)

31 재주 김민재 박동주 삼천초등학교 한밭초등학교 불법어업 블랙박스

32 정주행 선정호 김주원 삼육초등학교 둔산초등학교 수중종합병원

33 해양구조 최지용 박부성 동래초등학교 세이브마린봇

34 친친 최정헌 서정우 성모초등학교 한밭초등학교 상어가족지키미

35 핼핑 로봇 차성일 성건오 사직초등학교 거학초등학교 SEA S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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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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선에 진출하신 분들은 자신의 이름/팀명/학교명/을 확인하시어 이상이 있을 경우
Q&A를 통해 말씀해주시면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팀명 제목

1 C.T.S메이커 박찬욱 박세영 영문중학교 남수원중학교  G.P.S. 

2 FIVESTAR 박재욱 강병수 이대권 오성중학교 FIVESTARFISH

3 MJSB 윤상빈 휘문중학교 WhaleBot

4 OLIVE 이수호 채우현 조중연 수원다산중학교 성복중학교 연무중학교  S.T.S. 

5 PROTECTOR 이건희 최교준 정현준 수원다산중학교 이의중학교  SPHERE 

6 ROOT 김우섭 김하민 신능중학교 중산중학교 배수구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수거로봇

7 SarahTeam 전서현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바다펜스로봇

8 Team Sea 강태완 노진한 박석현 사직중학교 화명중학교 동신중학교 Mariot

9 TNT 이시현 남유현 오정원 보평중학교 정자중학교 운중중학교 적조예방로봇

10 YOUNG WACE 이둔학 김도엽 안곡중학교 드와이트국제학교 수질오염측정과 바다에 유입되는 하천쓰레기 수거 및 분리로봇

11 가온누리 A4 송호영 임용희 김태훈 봉우중학교 배 침몰방지 로봇

12 가온로봇 정종엽 강현서 고운중학교 아름중학교 스마트바다청소부

13 거북이달린다 한연대 김현수 양준영 이의중학교 수원다산중학교  UMPV 

14 고양SEA 황재모 유창훈 장성중학교 덕이중학교 Crusher

15 동헌참치 최원준 류동헌 안곡중학교 Big Angler

16 로봇코어 이채영 이찬혁 홍준만 동도중학교 동원중학교 삼육중학교 갯지렁기

17 보람상조 이우준 민경원 조상진 버드내중학교 두리중학교 도안중학교 SEA CLEAN BOAT

18 불짬뽕 김관호 홍다오 김승진 동광중학교 매송중학교 수내중학교 송유관지킴이로봇

19 스프라이트 서우혁 한서형 백양중학교 신능중학교 미세프라스틱 제거 잠수형 드론로봇

20 옥토넛 이재환 이찬민 이석영 여명중학교 서면중학교 넵튠(바다의 신)

21 원당맨 이진모 임종서 원당중학교 모래요정

22 원투쓰리 문준식 김희원 박정우 느리울중학교 불법조업 방지 및 해양 지키미 로봇

23 장영실3 설재원 김희준 조재준 서현중학교 죽전중학교 반포중학교 폐어구제거로봇

24 챌린지 추민소 권준서 신능중학교 가람중학교 CO2킬러

25 최강미모 전지수 이예지 이남훈 문정중학교 탄방중학교 문정중학교 1석2보호

26 코드 김수빈 노하현 정동운 새론중학교 성화중학교 쓰레기와 기름으로 오염된 바다를 구하자

27 플라이테크널러지(FT) 김건 신영섭 중산중학교 오존발생 및 이산화탄소 분해 드론비행선 로봇

28 해피바이러스 조혁준 신주중학교 STOBOT

구분 팀명 제목

1 ANG(Ara N Guardians) 정지현 최재형 배정원 부산일과학고등학교 ANG(Ara N Guardians)

2 ASH 백승재 문범식 장준호 일산대진고등학교 ASH

3 FutureView 김진수 김범수 이강빈 고양화수고등학교 고양동산고등학교 저현고등학교 FutureView

4 GOTS 박동영 이진욱 광교고등학교 동탄중앙고등학교 GOTS 

5 GUESS 엄돈건 홍동국 경원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GUESS

6 Keep Calm And Save The Sea 박준영 박준하 황우성 부산일과학고등학교 Keep Calm And Save The Sea

7 OS 김동혁 배정모 하석현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OS

8 players 유준하 백민재 백승철 심인고등학교 화원고등학교 players

9 Sefer 박혁진 이시헌 이재성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Sefer

10 SHiRO 조빈 이주영 김지혁 울산과학고등학교 SHiRO

11 SW-ING 남영우 최재훈 임태현 대전대신고등학교 SW-ING

12 UBUNTU 김민서 김승재 주지성 대건고등학교 UBUNTU

13 USHS 박건태 박진이 이태곤 울산과학고등학교 USHS

14 WE Project 차완기 이도윤 최민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WE Project

15 XENA 김영빈 이시욱 최현호 부산일과학고등학교 XENA

16 미래로봇 이수성 폴수학학교 미래로봇

17 삼다수 정진하 양희찬 보평고등학교 삼다수

18 아라미르 설동우 조민종 김지찬 부산일과학고등학교 아라미르

19 위버 권보성 권태훈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위버

20 코노우미 김영우 임상운 홍진기 부산일과학고등학교 코노우미

21 포세이돈 김성환 정원용 권진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포세이돈

22 회화관 머저리들 양동원 김성환 부산일과학고등학교 회화관 머저리들

23 휴머노이드1 김태환 문동주 최영욱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휴머노이드1

24 휴머노이드2 이예도 심상훈 최우진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휴머노이드2

25 휴머노이드3 공승민 전민건 진민석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휴머노이드3

중등부

고등부

팀원명 학교

팀원명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