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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최종심사 결과(10.31)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집행위원회

1. 경쟁부문
  가. 작품상

등위 작품명 출품학교명 상금 비고
최우수상 위험한 동아리 인천운남초등학교 100만원 교육부장관상

우수상

The suspect 인천박문초등학교
(VOB 동아리) 50만원 영화진흥위원장상

캠코더 인천단봉초등학교 50만원 융합과학문화재단상

아이원투플레이 (경기파주)석곶초등학교
(슬기로운초등생활) 50만원 AIA생명상

전학생은 외계인 인천운남초등학교 50만원 동대문구청장상
빈칸 서울언주초등학교 50만원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장려상

선의 이데아 서울창동초등학교 20만원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우리들의 우정화첩 대전송림초등학교 20만원
사랑이 뭐예요? (충남)논산중앙초등학교 20만원
평등회장 서울홍파초등학교 20만원 서울특별시교육감상
내가 원하던 세상 (전북완주)비봉초등학교 20만원
어쨌든 로맨스 인천단봉초등학교 20만원
고것이 알고 싶다. 서울용산초등학교/

(충남)천안위례초등학교 20만원
CHANGE (경기수원)파장초등학교

(영상미디어반) 20만원
주먹맨 인천운남초등학교 20만원
성격 (광주)화개초등학교 20만원
소원나무 인천대월초등학교

(영화제작부 Arte Film) 20만원
행방불명-시공간의 비밀 (전북)익산궁동초등학교 20만원

합계 590만원

  나. 연기상
등위 작품명 출품학교명 상금 비고

연기상
어쨌든 로맨스 인천단봉초등학교 30만원 변은결

위험한 동아리 인천운남초등학교 30만원 문수인 이사랑

성격 광주화개초등학교 30만원 김교리, 박지후

합계 90만원

  다. 촬영상
등위 작품명 출품학교명 상금 비고

촬영상

CHANGE (경기수원)파장초등학교 30만원 정수현, 이원범
전학생은 외계인 인천운남초등학교 30만원 전희준
소원나무 인천대월초등학교 30만원 이희연, 신희재
체인지 (광주)매곡초등학교 30만원 김나연 김지우 장은서

합계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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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경쟁부문
등위 작품명 출품학교명 상금 비고

작품상

귀출변형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30만원 영화진흥위원장
하연 Chadwick International 30만원 재외동포재단상
별을 삼키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30만원 융합과학문화재단상
쿠키레터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30만원
반장선거 (인천)마전중학교,/ (인천)검단중학교 30만원

합계 150만원

3. 환경부문
등위 작품명 출품학교명 상금 비고

최우수상 분리수거 꼰대 (경기파주)석곶초등학교
(슬기로운초등생활) 50만원 동대문구청장상

우수상 쓰레기 다이어트 대구대진초등학교 30만원
요즘은 지구를 지키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충남온양)풍기초등학교 30만원 재외동포재단상

장려상 지구 멸망 전 경기초등학교 20만원
〃 생각보다 별거 아냐 (경남거제)수월초등학교 20만원
〃 오빠가 이상해 (경기의정부)신곡초등학교 20만원
〃 쓰레기 대소동 서울동답초등학교 20만원 서울특별시교육감상
〃 당신이 아닌 단 한사람 (충남예산)오가초등학교 20만원

합계 210만원

4. 55초영화 부문 
등위 작품명 출품학교명 상금 비고

최우수상 땅따먹기 (경기용인)백봉초등학교 50만원 AIA생명상
우수상 내 MBTI가 궁금해? 서울세검정초등학교 30만원 서울특별시교육감상

〃 마음을 들어주세요 서울당서초등학교 30만원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상
장려상 MBTI? (경기용인)백봉초등학교 20만원

〃 건강수비대 대전회덕초등학교 20만원
〃 우리가 미래다 대전회덕초등학교 20만원
〃 양심팔이 (세종)새롬초등학교 20만원
〃 기억을 날다 서울신도초등학교 20만원
〃 보고 또 보고 인천중산초등학교 20만원
〃 영휘원과 숭인원 서울동답초등학교 20만원

합계 250만원

5. 지도교사상
수상명 수상자 소속학교명 상금 비고

지도교사상 박경현 인천운남초등학교 60만원
지도교사상 전숙희 서울동답초등학교 60만원

합계 120만원

6. 특별상
수상명 작품명 소속 비고
특별상 School Performance Sara M.Gilmore Academy4th grade RyanFernande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