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통화정책 경시대회｣ 예심 결과 및 중요 공지사항 안내
1. 지역예선대회 진출팀 발표
□ 6.3~6.14일 중 진행된 예심 심사 결과 지역예선대회에 진출할 팀
명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각 지역예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7개 팀(서울지역 2개 팀)
에게는 8.14일(수, 잠정)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결선대회 참가자
격이 부여됩니다.
지역예선대회 진출 팀 명단1)
1.75℃, Adove player, BeOK, BKS, GOP, Last Resort,
Output Monetary, R&D(Rules and Discretion), Will B.O.K,
본부2)

금리궁리, 금이[리]빨, 리리릿 자로 끝나는 말은, 믹스넛츠

(20개팀)

(Mixed nuts), 복주머니, 생생정보통, 이기자, 저 금 통(저성
장과 금융불균형 하의 통화정책), 통화 받으세요, 포기를모
르조, 함대

경기본부
(11개팀)

STANDARD, TMI(To More Investment), 복덩어리, 시지프스,
신사임당, 어나더레벨, 우주배송, 이(利)기자, 인싸, 커맨딩
하이츠, 통화 中

대전충남본부3) Better-E, R is well, 경제문감, 골디베어, 금리새김, 금리옥엽,
(9개팀)
베스트셀러, 通貨爲福, 황금R
광주전남본부3)
(5개팀)

Fact Check, VALUE, Victory, 솔로몬의 금리, 언더독

대구경북본부 2프로 부족할 때, H.E.S.C, INTERSTing, 금덩이, 다트니까
(7개팀)
사랑이다, 스위치, 청진기
부산본부

Chi-Square, DUSC팀, E-STREAM, PURE, RECOVER, 강조,
경세제민

(7개팀)
주: 1) 숫자 - 영문 - 국문 기준 팀 명칭 순
2) 두 그룹(10개팀)으로 분리 개최 예정. 그룹별 팀 명단 및 대회 일자는 별도 안내 예정
3) 대전충남 지역 2개팀이 광주전남 본부에 합류하여 대회 개최. 이동 대상 팀은
별도 안내 예정

2. 지역예선대회 관련 중요 공지사항(필독)
□ 지역예선대회에 진출한 팀은 7.17(수) 09:00 ~ 7.18(목) 17:00 중 한국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기준금리 결정(8월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발
표용 자료를 제출합니다.
ㅇ 기본적인 자료 작성 방법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 [경제교육 > 새
소식 >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된 ‘｢2019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
대회｣ 준비 관련 안내자료’ 8~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예선대회 자료 제출 방법은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지역예선대회 당일 참가팀은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예심자료 등)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할 수 있습
니다.
□ 지역예선대회는 서울은 7.24일(수) ~ 25일(목) 양일간, 지역본부는
7.24일(수) 하루 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서울 지역은 두 그룹(각 10개팀)으로 분리하여 개최하며, 심사 및
시상은 각 그룹별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