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수상자 발표

‘제3회 초등학생 톡톡 손글씨 공모전’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사리손으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손글씨 한 자 한 자를 썼을 

학생 모습, 형제자매 모습, 학급 친구들 모습과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셨던 부모님, 선생님 모습 등을 

보내 주신 손글씨에서 듬뿍 느낄 수 있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손글씨를 사랑해 주시고, 

손글씨를 통해 자신의 꿈 도화지가 

아름다운 색깔로 칠해지기를 바랍니다. 

2019년 제4회 공모전에도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미래엔 손글씨 공모전 담당자 일동



1. 수상자 명단

가. 최우수상(1명)

나. 우수상(2명)

다. 장려상(20명)

이름 학교명

최서윤 서울잠일초등학교 6학년

이름 학교명 이름 학교명

강윤령 대구영신초등학교 5학년 김시은 부산개원초등학교 5학년

이름 학교명 이름 학교명

김규빈 경기민백초등학교   4학년 오지원 부산주감초등학교   5학년

김동희 구미왕산초등학교   6학년 윤소민 부산호암초등학교   3학년

김민서 제주월랑초등학교   6학년 이해인 서울거여초등학교   4학년

김주희 서울방배초등학교   4학년 이현서 광주송원초등학교   3학년

목지원 대전서부초등학교   6학년 장유진 인천간재울초등학교 6학년

문예진 인천간재울초등학교 6학년 정예서 서울염동초등학교   4학년

배윤주 부산보림초등학교   5학년 조유진 울산격동초등학교   6학년

백서윤 광주송원초등학교   3학년 주다인 광주송원초등학교   3학년

변유진 서울갈산초등학교   5학년 최도율 서울금성초등학교   6학년

신민서 광주송원초등학교   3학년 한지수 광주풍향초등학교   6학년



 라. 입선(50명)

이름 학교명 이름 학교명

강소연 경기안양동초등학교 5학년 유동아 부산토현초등학교 6학년

강수정 청주비봉초등학교   6학년 이가은 용인한빛초등학교 6학년

구민혜 창원북면초등학교   3학년 이도연 경기삼숭초등학교 5학년

김규린 서울종암초등학교   4학년 이상기 용인한빛초등학교 6학년

김낙현 인천간재울초등학교 6학년 이상하 광주송원초등학교 4학년

김민서 대구강북초등학교   5학년 이서연 경기오마초등학교 3학년

김민서 서울염리초등학교   1학년 이수영 광주송원초등학교 3학년

김민지 구미왕산초등학교   6학년 이시은 서울잠신초등학교 3학년

김서영 곡성옥과초등학교   4학년 이예린 서울신중초등학교 5학년

김서윤 김해대청초등학교   6학년 이유진 거제양지초등학교 4학년

김이성경 울진노음초등학교   6학년 이하진 인천논곡초등학교 4학년

김초언 서울신림초등학교   5학년 이현진 세종한결초등학교 2학년

나혜린 경기부인초등학교   2학년 임태정 부산연신초등학교 5학년

남보경 충주엄정초등학교   6학년 장희진 경기부평초등학교 6학년

남채완 부산동궁초등학교   4학년 전하은 춘천봄내초등학교 4학년

민채영 광주은빛초등학교   6학년 정다인 부산동항초등학교 1학년

박소윤 경기삼숭초등학교   5학년 정은지 청주금천초등학교 5학년

박하나 경기현산초등학교   6학년 정진아 대전노은초등학교 4학년

선예빈 인천간재울초등학교 4학년 차다은 전주지곡초등학교 6학년

손예진 경기삼숭초등학교   5학년 최민서 거제양지초등학교 6학년

손유원 서울신서초등학교   6학년 최예원 구미원호초등학교 3학년

신윤서 인천완정초등학교   4학년 허해울 둔전제일초등학교 5학년

신지영 경기성남동초등학교 5학년 황서연 용인백현초등학교 5학년

신채린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3학년 황은경 서울신양초등학교 6학년.

오채원 서울중계초등학교   3학년 황예지 인천원당초등학교 6학년

  

 



마. 최다 학생 참가 학교상(1개교)

2. 시상 내역

구분 작품 수 시상 내역 비고

최우수상 1명 상장 및 부상(150만 원) 서체 개발

우수상 2명 상장 및 부상(70만 원) 서체 개발

장려상 20명 상장 및 부상(20만 원)

입선 50명 상장 및 부상(10만 원)

최다 학생 참가 학교상 1개교
미래엔 아이세움 발행 ‘논술 명작’ 시리즈 및 
브리태니커 만화 백과 각 1질

3. 시상식 안내

  ○ 시상식 일정: 시상 범위 및 일정은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함.

   

4. 문의: 02-3475-4055~9

                       

학교명 작품수 비고

제주 동홍초등학교 140명 응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