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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착과 

The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formerly Jeju

공동  번영을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Peace Forum) commenced in 2001 with a mission to

2001년  제1회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범하여  2011년 

promote common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as

제6회 포럼부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well as building Asian community. The Forum had been

그 명칭을 변경하고 매년 5월 연례행사로 개최되고 

held biannually until 2011 when the sixth Jeju Forum

있습니다.  제주포럼  2014는  58개국  3,7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대  국제종합포럼으로 
성공적으로서 개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0회  평화와 

became an annual event and was renamed the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and it is now held in May
each year. The Jeju Forum 2014 brought 3,734 participants from fifty eight countries that established the
Forum as one of the world’s renowned international
conferences.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5는  오는  2015년  5월 

The tenth Jeju Forum 2015, hosted by Jeju Special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서  “신뢰와  화합의 

SelfGoverning Province,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라는  대주제로  개최될

East Asia Foundation, and Joongang Daily, will be held on

예정입니다.

May 20-22, 2015.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각국  전현직 

The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inspires leaders,

정상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세계평화의 섬, 

empowers people and leads Asia’s change. It is an arena of

제주에  모여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를 

ideas for world’s leaders and experts that contributes to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Asian community-building and world peace.

국제협력을  통한  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10회를 맞는 2015년 포럼에서는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 
포럼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평화,  외교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과학기술, 지역개발 
등  다양한  의제의  전문연구기관,  국제기구, 

Celebrating the tenth anniversary, we are now welcoming
our new partners who tend to organize for concurrent
sessions in the Jeju Forum 2015. The Forum provides an
opportunity

to

improve

network-building

among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o further ideas in such
areas as peace, foreign affairs, finance, business,
environment, culture, gender, science and technologies,
community development and etc.

단체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5년 
상반기까지 세션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On behalf of the Organizing Committee, we would like to
ask for your participation in the Jeju Forum for Peace and

최고의  계절  5월에  열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Prosperity 2015.

제주포럼 2015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Won, Heeryong
Chiarman, Organizing Committee
Govern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oon Tae-young
Chairman, Executive Committee
President, Jeju Pea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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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5

The 10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2015

대주제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Main Theme Towards a New Asia of Trust and Harmony

일시  2015년 5월 20일(수) - 22일(금)

Date May 20(Wed) - 22(Fri), 2015

장소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Venue Haevichi Hotel & Resort Jeju

세션 주관 신청

Information for Session Organizer

신청기간
2014년 11월 10일 ~ 2015년 1월 30일
신청방법
기관 및 단체장 명의의 공문 발송
제주포럼 홈페이지에서 세션기획안 양식 다운로드 후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jejuforum@jpi.or.kr)

●

●

●

주관 비용
세션당 500만원
*기관별 인사초청비(항공, 숙박, 사례비 등)와 기타 경비 자부담

●

●

●

●

참가 등

세션 장소 및 회의장비 사용료

●

동시통역(통역사 및 통역장비) 비용

●

포럼 기간중 행사장 홍보부스 설치장소 제공
(설치비는 기관 부담)

*Registration fee includes a full access to the Forum, printed
materials/registration bag, invitation to official luncheons/dinners.
●

Use of conference rooms and facilities for your session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r your session
*Serviced languages are Korean and English only. Other languages
available upon request at additional costs.

●

셔틀버스(제주국제공항-회의장소 구간) 지원

●

기타 지원 협의사항

Fee Details
A session organizer shall be registered as sponsor of the Forum.

are included in the participation fee.

참여기관 홍보 지원
(홍보 동영상 상영, 프로그램북 지면 광고 게재 등)

●

Participation Fee
Five million Korean Won per session

●

*기본 제공 언어: 한영(추가언어 별도)
●

Download the session outline form from our website and
submit via email at jejuforum@jpi.or.kr

* Your logo will be posted on our website and printed in
all conference materials.

*등록비 포함사항: 포럼 참가비, 포럼 자료 및 등록가방, 공식 연회 

●

How to Apply
An official letter(scanned copy) with the signature from the
representative of your organization

*Note: Other expenses, such as inviting speakers, airfare,
accommodation, honorarium, and etc are your responsibility.

세션 주관 비용 포함내역
제주포럼 후원기관 등록(홈페이지 및 제작물에 기관 로고 삽입)
세션별 참가자(15명) 등록비 면제

Application Period
November 10, 2014 - January 30, 2015

Promotional booth
* Space only. Installation is an extra.

●

Marketing promotion
*Promotional video of your organization can be played at selected
locations during the Forum. Also, you may put advertisement in our
program book.

●

●

Shuttle from Jeju Interntaional Airport to the venue
The above conditions are subject to changes and negotiable
up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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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Jeju Peace Institute
Jeju Forum Secretariat
227-24 Jungmun Gwangwan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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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82-64-735-6531
Fax: +82-64-738-6539
jejuforum@j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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