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부산지역 예선대회 개최

1. 개최목적
―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모의체험의 장을 마련함으
로써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

2. 참가대상
― 부산 · 울산 · 경남 · 제주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 재학생(전공과목 제한
없음, 대학원생 제외) 또는 휴학생(팀당 1명으로 제한)
― 동일 대학 내 4명으로 팀을 구성(학교당 참가팀수는 2개팀 이내로 제한)

3.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12. 5. 2(수) ~ 5. 18(금)
―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팀을 구성(지도교수 1명 별도선정)한 후 한국
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또는

한국은행

(www.bokeducation.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1 -

경제교육

홈페이지

4. 대회일정 및 장소
― 지역별 예선대회를 개최한 후 서울에서 결선대회를 개최
o 부산지역 예선대회 : 2012. 7. 23(월) ~ 7. 25(수)* 중 한국은행 부산본부
에서 개최
* 참가팀 수에 따라 개최일이 결정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참가신청팀에 추후 공지

o 전국 결선대회 : 2012. 8. 21(화) 한국은행 본부(서울)에서 개최*
* 부산지역 예선대회 최우수팀이 참가. 단, 참가팀 수가 15개 이상인 경우 우
수팀 1개팀이 추가 참가 가능

5. 대회진행 방법
― 각 참가팀별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경기 및 인플레이션 전망
등을 바탕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여부 및 변경폭 등에 관한
결정사항을 발표한 후 발표내용에 관한 심사위원 질의에 답변

6. 시 상
― 지역 예선대회 및 결선대회별로 입상팀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표창장과
장학금을 수여
o 지역 예선대회(팀당, 만원) : 최우수 200, 우수 150, 장려 100
o 전국 결선대회(팀당, 만원) : 금상 1,000, 은상 500, 동상 300
― 또한 결선대회에 진출한 학생들에게는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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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 타
― 지역 예선대회 및 전국 결선대회 참가팀에 대해서는 소정의 참가지
원금을 지원
― 참가자 이외의 학생, 학부모, 일반인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예선대
회 및 결선대회 참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또는 한국은행 경제
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은행 커뮤니
케이션국 홍보운영팀(02-759-4281·5379, service@bok.or.kr) 또는 부산본부
기획홍보팀(051-240-3803, busan@bok.or.kr)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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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1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개최 결과

□ 부산지역 예선대회
ㅇ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개최(2011.7.21)된 지역예선대회에는 부산·
울산·경남지역 7개 대학교 11개 팀이 참가
ㅇ 대회결과 부산대학교 새벽팀(지도교수: 김영재)이 최우수상, 창원대
학교 MRB팀(지도교수: 이천우)이 우수상, 부산대학교 유지경성팀(지
도교수: 김영덕)과 부경대학교 ESS팀(지도교수: 하봉찬)이 각각 장려
상을 수상

□ 전국결선대회
ㅇ 한국은행 본부에서 개최(2011.8.19)된 전국결선대회에서는 지역 예
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9개 팀이 참가
ㅇ

대회결과 영남대학교 2BASE팀이 금상을, 연세대학교 연세
KUSEA팀이 은상을, 고려대학교 Humming Bird팀과 부산대학교
새벽팀이 동상을 각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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