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통화정책 경시대회｣ 예심 결과 및 중요 공지사항 안내
1. 지역예선대회 진출팀 발표
□ 6.30~7.11일 중 진행된 예심자료에 대한 심사 결과 지역예선대회에
출전할 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각 지역예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6개 팀과 지역별
참가팀 수 및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한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된 2
개 팀(대회 종료 후 2영업일 이내에 발표)에게는 8.14일 서울에서 개최
되는 전국결선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총 8개 팀이
전국결선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지역예선대회 진출 팀)
서울(20개팀) : 금리와 사랑에 빠졌조, 통화하고올게!, 복권(BOK-WON),
i’M ready, 도비씨와 호키씨, 플리즈커피, 물가에 내놓은
경기, 금리보감, E Look, 이룩, 알바트로스, 함께한은,
Hidden champion, EBOOK, 통화중, 금리온새미로, 금리,
꼼짝마!, 新시나브로, EQUIFINALITY, 금리감독위원회, 금
사빠(금리와 사랑에 빠지다)
부산(8개팀) : ESI, 앵콜, A.I(Accurate Interest
KTX, COE, 뉴발란스, J.노믹스

rate),

한은부대,

대구(6개팀) : OWL EYES, 효자손, 신호등, 머니터링, MSG, 뚝딱
광주(6개팀) : 금리가 살아있다., 금리교통부, 브로큰 반, 신의 한 수,
최종병기, E-그널
대전(8개팀) : 셜록, 불금, Dr.Economy, FMO(First Macroeconomics
Operate), NoticE, 금리커맨드, B(e) OK!, 지엠피
경기(8개팀) : 인상이 좋다, 소믈리에, Balance, 안정환, 지금 이 순간,
내부자들, MAE(Make a Economy)파, 킥오프

2. 지역예선대회 관련 중요 공지사항(필독)
□ 지역예선대회에 진출한 팀은 7.18(수) 09:00 ~ 19일(목) 17:00 중 한
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자료만 제출합니다.
ㅇ 기본적인 자료 작성 방법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 [경제교육 > 새
소식 >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된 ‘｢2018 통화정책 경시대회｣ 준비
관련 안내자료’ 8~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예선대회 자
료 제출 방법은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ㅇ 설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며 예심에서 제출한 자료로 대체됩니다.
ㅇ 예선대회에 제출할 발표자료에는 예심 설명자료 제출 이후 변동
된 경제상황이나, 통계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변경된 내용은 밑줄로 표시해
심사위원들이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는 심사위원들의 원활한 질의를 통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지역예선대회 당일 참가팀은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예심자료 등)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할 수 있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