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첫 대회를 개최하여 올해 15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대학생들이 직접 무역
구제 사례를 선택하여 조사부터 판정까지의 전문적인 일련의 과정을 연출하고,
신청인, 피신청인, 조사관, 무역위원회위원장등 각각의 역할 연기까지 하는 행사로,
ㅇ 지난해 참가자들로부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무역구제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 쌓을 수 있었고, 서로 간의 적절한 역할 배분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음
□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은 바쁜 학기 중에 경연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열정과 가능성에 무역구제 분야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격려하고,
ㅇ 무역구제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꿈꾸는 학생들이 열정과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당부함
□ 2005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9년 11월 30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11. 29(금) 17:00

담당부서

무역구제정책과

담당과장

김종주 과장 (044-203-5850)

담 당 자

문인배 사무관(044-203-5855)

「2019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개최
- 경희대학교 ‘라온무역’팀, 산업부 장관상(대상) 수상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11.29(금)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019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를 개최함

□

【 경연대회 행사 개요 】
◈ 개최목적 : 미래 무역구제 분야의 예비 전문가인 대학생들에게 무역구제제도를 학문적, 실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
◈ 일시/장소 : 2019.11.29(금), 10:20∼16:00 / 중기중앙회 그랜드홀(B1)
◈ 주최·주관/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중앙회·무역협회·무역구제학회
◈ 참석자 :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 정동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심사위원장) 등
학계·법조계 무역구제 전문가, 발표팀 및 지도교수 등 100여명

【

붙임】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요

※ 수상자 및 시상사진은 11.29(금) 17:00 별도 배포 예정

이 날 대회의 최고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경희대학교 라온무역팀이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주제로
무역구제 분야의 다소 어렵고 시의성 있는 사례를 쟁점별로 간결하면서도
높은 전문성을 갖춰 시연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함
ㅇ 최우수상에는 충남대 스티치팀(중기중앙회장상), 전북대 GTEP팀(무역협회장상),
우수상(무역위원회위원장상)은 배화여대 BT팀이 각각 수상하였음
ㅇ

“

< 수상 현황 >
대 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 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500만원)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상금: 300만원)
한국무역협회장상
(상금: 300만원)
무역위원회위원장상
(상금: 200만원)

대학/팀명
경희대
라온무역팀
충남대
스티치팀
전북대
GTEP팀
배화여대
BT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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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MONKART 저작권 및 상표 침해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
정책과 문인배 사무관(☎ 044-203-585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모레퍼시픽 중국산 짱퉁 화장품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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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9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요

□ 행사개요

목적 : 무역구제 분야의 예비전문가인 대학생들에게 무역구제제도와 관련된
가상의 현장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관심과 이해 제고(2005년부터 매년 개최)
ㅇ 일시/장소 : 2019.11.29.(금) 10:20~16:00/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B1F)
ㅇ 참석자 :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 정동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심사위원장),
안건형 대전대 교수 등 학계․법조계 무역구제 전문가, 발표팀 및 지도교수 등
ㅇ 대회진행 : 참가팀별로 덤핑, 보조금,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판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연극으로 시연(40분)하고 우수팀 시상
ㅇ 시상내역 : 대상 1팀(장관상, 5백만원), 최우수상 2팀(중앙회･무협, 각 3백만원),
우수상 1팀(무역위원장상, 2백만원) 등 총 4개팀 시상)
ㅇ

□ 참가팀(4개 팀) 소개
순번

대학명

1

경희대

2

배화여대

3

전북대

4

충남대

팀명 및 소개
(라온무역팀) ‘즐거운’이라는 의미의 순우리말과 ‘무역’의 합성어로 ①재미
있는 동아리, ②무역구제를 통한 공정무역 질서확립을 지향
(BT팀) ‘Baehwa Trade’의 약자로 배화여대 국제무역학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의지’를 내포
(GTEP팀) 전북대 GTEP (Gloc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활동을 하는 팀
(스티치팀) 처음은 ‘무’에서 시작했지만 무역구제제도에 관심이 많은 서로 다른
학생들이 아이디어부터 경연까지 ‘한땀 한땀 노력’하는 팀이라는 의미

□ 진행순서
시 간

행사 내용

비고

개회
심사기준 설명 등
2개팀 시연

사회자
심사위원장

10:20～10:25
10:25～10:30

5'
5'

10:30～12:05

95’ ❶경희대 :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시연(40분), 준비 등

12:05～13:20

75'

13:20～14:15

95’ ❸ 전북대 :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❷ 배화여대 : 아모레퍼시픽 중국산 짱퉁 화장품과 분쟁

점심 및 준비
2개팀 시연

시연(40분), 준비 등

❹ 충남대 : MONKART 저작권 및 상표 침해

14:55～15:15
15:15～15:20
15:20～15:25
15:25～15:55
15:55～16:00

20'
5'
5'
30'
5‘

심사
심사총평
격려사
시상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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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장
무역위 상임위원
상임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