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une 26 ~ 28, 2018
ICC Jeju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학(원)생 무료 참가 안내

Jeju Forum Free Admission for College (Graduate) Students
주요초청연사

브라이언 멀로니

반기문

후쿠다 야스오

오드리 아줄레

전 캐나다 총리

전 유엔 사무총장

전 일본 총리

유네스코 사무총장

Brian Mulroney

Ban Ki-moon

Yasuo Fukuda

Audrey Azoulay

Former Prime Minister of Canada

Former UN Secretary-General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Director-General of the UNESCO

2008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996 노벨평화상 수상자

2008 노벨문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호세 라모스 오르타

장 마리 구스타브 르 클레지오

정우성

뉴욕시립대 교수

전 동티모르 대통령

프랑스 작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배우

Paul Krugman

Jose Ramos-Horta

Jean-Marie Gustave Le Clezio

Jung Woo-sung

Distinguished Professor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obel Laureate Economist in 2008

Former President of East Timor,
Nobel Peace Laureate in 1996

Writer,
2008 Nobel Laureate of Literature

UNHCR National
Goodwill Ambassador, Actor

2018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대학(원)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주포럼은 2001년 동북아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출범하여
이제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하는 아시아의 대표적 공공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전·현직 세계 정상들과
경제 지도자들을 비롯한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역내 평화를
지켜나갈 방안을 재검토하고 재탐색하여 재설계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각국 지도자, 각계 전문가들이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을 놓고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2박 3일 간 외교·안보, 경제·경영, 환경·기후변화,
여성·교육·문화, 그리고 글로벌 제주의 다섯 가지 아젠다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지성의 향연에 열정 넘치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The 13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which will be
held from June 26 to 28, 2018 a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Jeju with the theme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invites college (graduate) students.
The Jeju Forum started as a regional multilateral dialogue for
promoting peace and common prosperity in East Asia in 2001
and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major international forums
with more than five thousand participants from over seventy
countries. At this year’s Jeju Forum, world leaders, entrepreneurs,
and global opinion leaders will focus on the agenda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and provide ways that peace can be preserved
for the region. The Jeju Forum 2018 will provide a useful opportunity
for world leaders and experts to suggest and share views on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College (graduate) students are
greatly welcomed for this precious event held in beautiful island,
Jeju, to discuss agendas of peace, prosperity, sustainability,
diversity, and global Jeju.

How to Register

신청자격

전국 대학(원)생 (휴학생, 외국 국적 소지자도 신청 가능)

Qualification

College (Graduate) students

신청방법

제주포럼 홈페이지 (http://jejuforum.or.kr) ‘등록’에서
직접 온라인 참가등록 후 이메일로 ‘참가신청서’ 및
‘학생증’ 송부 (jejuforum@jpi.or.kr, 제목에
‘제주포럼 대학(원)생 참가 등록–ㅇㅇㅇ(이름)’ 명기)

Registration

Visit ‘Registration’ in the Jeju Forum website
(http://jejuforum.or.kr) and fill out the online form. Submit
‘Application Form’ & a copy of ‘student card’ via e-mail.
(jejuforum@jpi.or.kr, indicate ‘Jeju Forum College (Graduate)
Student Registration -ㅇㅇㅇ(name)’ on the title)

신청기간

2018년 6월 4일 ~ 6월 15일

Registration
Period

June 4 ~ 15, 2018

역

할

행사 기간 중 1일 3개 세션 이상 참관 후기 작성 후
이메일 제출 (jejuforum@jpi.or.kr)

Role

Participate at least three sessions per day and
submit short reviews by email (jejuforum@jpi.or.kr)

특

전

- 전 세션 참가비 면제 * 항공, 숙박, 식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북, 결과자료집(사후) 및 등록가방 제공

Benefits

- Exemption from registration fees for all sessions

문

의

공식홈페이지

* Flights, accommodations, or meals not be provided

- Program book, Final report and Registration bag

제주포럼 사무국 (Tel: 064-735-6532, jsko@jpi.or.kr)

Inquiry

Jeju Forum Secretariat
(Tel: 82-64-735-6532, jsko@jpi.or.kr)

www.jejuforum.or.kr

Website

www.jejuforu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