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이름 이메일 학년 No. 이름 이메일 학년

1 김*환 thitbo85con@gmail.com 초1 1 이*랑 kissx111@gmail.com 초2

2 서*서 cydy2015@naver.com 초1 2 이*연 oydinoy@naver.com 초2

3 신*우 salm2010@naver.com 초1 3 이*원 jonghoon7553@naver.com 초2

4 우*린 yangsicwoo@gmail.com 초1 4 강*희 ksan9876@hanmail.net 초3

5 이*립 kissx000@gmail.com 초1 5 김*찬 dochan0321@naver.com 초3

6 정*민 bj3162@daum.net 초1 6 김*한 dohan0321@naver.com 초3

7 김*준 amandaning78@naver.com 초2 7 김*준 sxun1317@naver.com 초3

8 남*훈 zhixun721@naver.com 초2 8 류*연 ryugm1026@daum.net 초3

9 박그**스 graceparklove@naver.com 초2 9 박*호 yali1122@naver.com 초3

10 박*랑 wwsj7891@gmail.com 초2 10 박*준 pgm336@naver.com 초3

11 안*정 aju0912@naver.com 초2 11 신*환 sdman921@naver.com 초3

12 오*별 oh990217@hanmail.net 초2 12 이*원 jongh7553@hanmail.net 초3

13 우*진 yangsicwoo@naver.com 초2 13 이*환 shoony337@naver.com 초3

14 홍*아 dryc_1117@daum.net 초3

LEVEL1_1반 LEVEL1_2반

담당멘토 : 김나영 멘토 담당멘토 : 김예나 멘토

2020년도 봄학기 과학교육 대상자 명단 및 반배정(초등 1학년~3학년)



No. 이름 이메일 학년 No. 이름 이메일 학년

1 김*연 kky01247@gmail.com 초4 1 안*유 gzn9027@hanmail.net 초5

2 김*결 n.debby@gmail.com 초4 2 이*호 thememy@naver.com 초5

3 박*르 853979038@qq.com 초4 3 이*해 canoas67@naver.com 초5

4 박*성 doanthithanhhai88@gmail.com 초4 4 이*영 leehueiping@gmail.com 초5

5 손*진 minodori@gmail.com 초4 5 최*연 jlh1020@naver.com 초5

6 신*경 mkshin0411@naver.com 초4 6 킬링***립 nysun79@gmail.com 초5

7 안*민 harryahn79@gmail.com 초4 7 홍*현 jen8790@naver.com 초5

8 우*나 podoyang@naver.com 초4 8 공*호 kongjeaho08@gmail.com 초6

9 이*서 2653264002@qq.com 초4 9 김*아 noahkim58@gmail.com 초6

10 이*원 menlili@hotmail.com 초4 10 김*윤 annemail@naver.com 초6

11 전*정 hwanghilan5340@naver.com 초4 11 박*건 ses1769@hanmail.net 초6

12 정*건 dhonggun@naver.com 초4 12 박*환 yappii0036@gmail.com 초6

13 크리**안 swetarad@yahoo.com 초4 13 손**일 ms072933@gmail.com 초6

14 강*찬 wenyu1110@daum.net 초5 14 정*원 wjd8940@naver.com 초6

15 권*준 elleiy@hotmail.com 초5 15 진*용 qldyd0415@gmail.com 초6

16 권*탁 fuku_elleiy@yahoo.co.jp 초5 16 최*호 cwh8779@gmail.com 초6

17 김*건 zhanglin8006@hanmail.net 초5 17 표*희 junhui2008@naver.com 초6

18 김*우 dantes001@hanmail.net 초5 18 하*찬 lmhlmh0118@naver.com 초6

19 류*준 joey-seojun@naver.com 초5 19 한*림 eseoul@hanmail.net 초6

LEVEL2_1반 LEVEL2_2반

2020년도 봄학기 과학교육 대상자 명단 및 반배정(초등 4학년~6학년)

담당멘토 : 김지윤 멘토 담당멘토 : 박민경 멘토



No. 이름 이메일 학년 No. 이름 이메일 학년

1 권*현 tonitzeng@hotmail.com 1학년 1 김***나 kim.angelina2005@gmail.com 2학년

2 김*연 ksy40243700@gmail.com 1학년 2 공*호 cjswothsus21@gmail.com 2학년

3 김*진 woojinkimwj@gmail.com 1학년 3 박*원 wwsj91169@kakao.com 2학년

4 노*빈 hieu86031@gmail.com 1학년 4 성*혜 seongeunhye0910@naver.com 2학년

5 모세***히 mose424277@naver.com 1학년 5 엄*리 nnaarrii0202@naver.com 2학년

6 배*영 minying2007@naver.com 1학년 6 유*우 yewugordon@gmail.com 2학년

7 서*나 happyyunak4@gmail.com 1학년 7 이*영 jayforgood@gmail.com 2학년

8 성*삭 seongisaac@naver.com 1학년 8 임*우 haojing43@gmail.com 2학년

9 송*주 a01030470035@gmail.com 1학년 9 천*민 qianzaimin@gmail.com 2학년

10 유*우 gongnams@naver.com 1학년 10 김알***로 kimmeeduk@gmail.com 3학년

11 이*경 venomfactory0@gmail.com 1학년 11 김*립 philipp05@naver.com 3학년

12 무쓰타***쿠히 tafa424277@naver.com 3학년

LEVEL3_1반 LEVEL3_2반

담당멘토 : 박기범 멘토 담당멘토 : 최준영 멘토

2020년도 봄학기 과학교육 대상자 명단 및 반배정(중등 1학년~3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