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성명 작품제목 연락처
대상 1 최O민 까투리 버스, 먹구렁이 기차를 타고 여행 1366

우수상 2 김O송 월영교에서 엄마까투리 친구들과 찰칵 1705
우수상 3 차O하 병산서원에서 꽃구경 9511
장려상 4 정O윤 까투리 친구들 만나기 1370
장려상 5 김O준 먹구렁이 기차타고 신나는 여행 2899
장려상 6 황O빈 얼쑤! 절쑤! 0475
장려상 7 배O준 탈춤추는 마지와 두리 5250
장려상 8 이O우 하회장터에 놀러온 꺼병이들 0787
장려상 9 임O준 노릇노릇 고등어구이 9804
장려상 10 권O하 까투리친구들의 월영교 탐험 9510
특선 11 김O주 고등어 낚시 9102
특선 12 권O현 까투리 가족 3014
특선 13 김O우 하회마을 소풍 3157
특선 14 박O원 까투리 친구와 꽃구경 8868
특선 15 박O환 사과빵과 하회탈 3512
특선 16 신O진 퇴계이황할아버지의 하회탈 8775
특선 17 이O린 불꽃비가 내려요 5848
특선 18 이O설 안동에서 쇼핑 2699
특선 19 홍O지 할아버지가 된 꽁지 3137
특선 20 황O민 하회탈과 함께 춤을 0445
입선 21 김O지 엄마까투리 친구들 2486
입선 22 김O채 꺼병이와 안동으로 떠나요 8714
입선 23 김O하 꽁지의 맛집기행 3822
입선 24 김O라 한복입은 예쁜 두리 5029
입선 25 김O진 왜가리와 친구가된 두리와 꽁지 4623
입선 26 김O완 안동관광홈쇼핑 5553
입선 27 김O린 꺼병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벌꿀 수영장 1105
입선 28 박O린 사과꽁지 4522
입선 29 서O 가족여행 8678
입선 30 손O엽 지글지글 보글보글 찜닭 3924
입선 31 안O후 까투리가 잡은 고등어
입선 32 유O연 소풍을 떠난 까투리 4남매 1817
입선 33 이O은 물길공원에서 놀아요. 8678
입선 34 이O아 천리천 물놀이장에서 노는 꺼병이들 7337
입선 35 임O아 안동 사과빵과 꺼병이들의 여행 7568
입선 36 장O은 두리, 세찌와 바다여행 1512
입선 37 조O빈 안동사과 홍보아가씨 두리 1346
입선 38 조O서 꺼병이와 먹구렁이 가족의 나들이 8648
입선 39 최O빈 월영교에서 문보트를 타는 꽁지네 가족 7301
입선 40 황O은 낙강물길공원에 소풍온 꺼병이들 6967

유치부 수상작



순번 성명 작품제목 연락처
대상 1 주O민 꺼병이탈을 쓴 하회탈 4542
우수 2 한O지 꺼병이들의 하회마을 소풍 9303
우수 3 김O임 엄마까투리 버스를 타고 고고씽! 5654

장려상 4 김O안 까투리와 월영교 여행 2626
장려상 5 이O희 하회마을 돌담길 7413
장려상 6 이O우 하회탈을 쓰고 나들이 가는 꺼병이들 4547
특선 7 권O경 음악분수 놀러간 꽁지네 3338
특선 8 김O혁 안동 탈춤 페스티벌 7900
특선 9 박O훈 베롱꽃이 핀 병산서원과 꺼병이들 2640
특선 10 박O안 거리에서 본 엄마까투리 버스 2928
특선 11 박O은 두리와 꽁지의 신나는 탈춤놀이 5533
특선 12 박O오 하회탈을 쓴 꺼병이들 8923
특선 13 배O은 안동을 대표하는 것과 까투리 2123
특선 14 양O지 꽁지들의 탈춤인형극 7413
입선 15 권O윤 가족들과 행복한 나들이 2510
입선 16 김O민 까투리가족 안동여행 8587
입선 17 김O비 까투리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 4229
입선 18 김O원 안동 나들이 2663
입선 19 김O서 월령교에서 달보트를 타는 꽁지와 세찌!! 1391
입선 20 박O찬 엄마까투리와 강변산책 4262
입선 21 서O영 강변 벚꽃 축제 3127
입선 22 송O원 부네탈과 엄마까투리 가족과 탈춤을 춰요 8011
입선 23 신O연 아이러브꽁지 1119
입선 24 신O림 하회마을을 구경 온 꽁지와 마지, 두리 8772
입선 25 신O원 도산서원에서 즐거운 소풍 2088

입선 26 윤O진
(4남매 알록달록 조명)

꽁지 마지 세찌 두리 아기 까투리 조명
3322

입선 27 이O진 꽁지, 두리와 함께 강변 나들이 0776
입선 28 이O 하회마을 나들이 5859
입선 29 이O륜 날아라, 꺼병이! 7748
입선 30 이O은 문보트를 타는 꽁지 7337
입선 31 이O호 두리, 꽁지와 함께 하회마을로~! 9423
입선 32 전O아 엄마까투리 가족과 친구 먹구렁이 1644
입선 33 전O담 달이 비치는 다리(월영교) 7413
입선 34 최O주 신기한 안동하회탈과 장승 0160
입선 35 최O정 고등어 잡기 7413
입선 36 황O검 엄마 우리 배롱나무 아래 나들이 가요 1575

초등 저학년 수상작



순번 성명 작품제목 연락처
대상 1 박O연 탈춤추는 까투리들 5408
우수 2 김O정 엄마까투리와 만휴정에서 찰칵! 8773
우수 3 이O은 꽁지와 함께 "얼~쑤~!" 안동 하회탈을 소개해요. 6833

장려상 4 이O빈 엄마까투리 꺼병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안동여행 0614
장려상 5 엄O원 월령교에 놀러간 까투리 가족 8237
장려상 6 최O인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하는 꺼병이들과 친구들 0108
장려상 7 한O겸 꺼병이들의 빙어낚시 9303
장려상 8 최O결 월영교 야경을 보며!! 3236
특선 9 박O은 안동을 뽑아주세요 1200
특선 10 서O림 문보트를 타는 까투리들 0625
특선 11 신O윤 이황선생의 피로를 푸는 시간 9337
특선 12 신O민 까투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탈춤축제 8432
특선 13 이O인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7413
특선 14 이O일 숲속에서 자연생물들을 관찰해요. 6746
특선 15 임O솔 까투리와 함께하는 탈춤페스티벌 5438
특선 16 장O정 안동 구시장 전광판 속 엄마까투리 2862
특선 17 조O경 까투리 나들이 2486
입선 18 공O원 고등어잡이 8852
입선 19 권O윤 꺼병이 친구들의 최애 하회탈쓰고 찰칵!! 찰칵!! 0595
입선 20 권O성 꽁지야 두리야 사진찍자 5216
입선 21 김O우 소풍간 네명의 아이들 7897
입선 22 박O연 원이엄마 동상과 엄마까투리 9402
입선 23 박O서 엄마까투리와 봄나드리 8574
입선 24 서O윤 흥겨운 사물놀이 7226
입선 25 서O은 엄마까투리 가족이 있는 버스정류장 4776
입선 26 서O희 월영교에서 사진찍는 엄마까투리 0529
입선 27 오O은 먹구렁이 기차를 타고 임청각을 구경해요 3599
입선 28 정O수 까투리와 하회탈 3465
입선 29 정O수 엄마까투리 타고 안동여행 1180
입선 30 황O원 월영교에서 찰칵! 2214

초등 고학년 수상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