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기자포럼
Journalists Forum for World Peace
17 ~ 23 April
h

⏐ 행사개요
1. 행사명 : 세계평화기자포럼 (Journalists Forum for World Peace)
2. 행사개요
ㅇ 일

시 : 2016년 4월 17일(일) ~ 23일(토), 6박 7일

ㅇ 주

제 :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ㅇ 주

최 : 한국기자협회

ㅇ 장

소 : 서울, 경기도, 안동 외

ㅇ 주요참석자 : 세계 60여개국 100여명
3. 행사목적 및 필요성
ㅇ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인해 세계평화도 위협받고 있음.
ㅇ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저해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핵실험과 한
반도의 분단 현실을 전 세계 기자들에게 알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기자들의 역할을 함
께 모여 논의할 기회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ㅇ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분단 70년이 넘었지만 남북은 긴장과 화해의 분위기
를 반복하며 여전히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외국의 기자들에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DMZ을 방문하고 또 한국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염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함.
ㅇ 세계평화기자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선언문’ 채택 예정
ㅇ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과 글로벌 리더십 소개하고 5천년 역사의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림.
ㅇ 세계 각국 기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하고, 언론자유 신장과 유대강화.

4. 프로그램 안내
ㅇ 콘퍼런스Ⅰ: ‘한반도의 비핵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ㅇ 특강Ⅰ: 외교부 임성남 제1차관

공식일정(안)
구

분

4/17(일)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8:00

D - 1일 등록 및 호텔 체크인

07:00-08:30

조식(뷔페)

10:00-10:30

개막 리셉션(환영과 친교의 시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10:30-11:10

개회식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11:20-11:50

특강 1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12:00-13:00

오 찬(외교부 임성남 제1차관)

프레스센터 내셔널 클럽

4/18(월)

컨퍼런스
13:30-15:30

‘한반도의 비핵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사회 : 박종률 전 한국기자협회장

4/19(화)

4/20(수)

15:30-18:30

경복궁, 인사동 등 현장 견학

19:00-20:30

만찬(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프레지던트 호텔

21:00-

호텔 투숙

프레지던트 호텔

07:00-08:30

조식(뷔페)

08:50-10:00

프레지던트호텔 → 수원이동 연무대 주차장

10:00-11:30

수원 방문의 해 (화성 행궁 공연 등)

12:00-13:30

수원 브리핑 및 오찬(염태영 수원시장)

13:30-14:00

호텔 → 판교

14:00-15:30

판교 혁신센터 방문

15:30-16:00

판교 →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16:00-17:30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견학

17:30-18:00

삼성 → 경기도 공관

18:00-18:30

도지사 인터뷰 또는 자유시간

18:30-20:00

만찬(남경필 경기도지사)

도지사공관

07:00-08:15

조식 및 체크아웃

벨류 하이엔드호텔

08:15-11:00

수원 → 안동

11:00-11:40

중소기업 웰츄럴 방문 – 브리핑 및 공장 견학

11:40-11:50

웰츄럴 → 경북도청

11:50-13:30

경북도청 견학 및 오찬(김관용 경북도지사)

수원시 협조

밸류 하이엔드호텔

경기도청에서 일정준비

경북도청

13:40-14:00

경북도청 → 하회마을

14:00-15:00

탈춤공연

15:00-16:00

하회마을 탐방

16:00-16;30

하회마을 → 병산서원

16:30-17:10

병산서원

17:10-17:40

병산서원 → 재래시장

17:40-18:00

재래시장 견학

18:00-20;00

만찬(권영세 안동시장)

20:00-

호텔이동 (이동중 월영교)

07:00-08:30

조식(뷔페) 및 체크아웃

08:30-09:00

숙소 → 임청각

09:00-09:30

고성이씨 고택(임청각) 방문

09:30-11:30

안동 → 대구

11:30-12:30

대구 엑스코

12:30-13:30

오찬(권영진 대구광역시장)

13:30-15:50

대구 → 부산

15:50-16:30

유엔 기념공원 방문

16:40-17:00

유엔기념공원 → 용호만 부두

17:00-18:00

요트 투어

18:00-19:00

용호만 부두 → 해운대 그랜드 호텔

19:00-20:30

만찬(서병수 부산시장)

07:00-07:40

조식(뷔페) 및 체크아웃

07:40-09:00

해운대 그랜드 호텔 → 부산역

09:00-12:00

부산 → 서울

KTX

12:00-13:00

서울역 → DMZ

도시락

13:30-15:30

DMZ

15:30-16:30

평화누리공원

16:30-18:00

임진각 → 프레지던트호텔

19:00-20:30

만찬(박원순 서울시장)

07:00-08:30

조식(뷔페)

09:00-

체크아웃 및 귀국

백조갈비

부용 (중국식)

4/21(목)

4/22(금)

4/23(토)

* 세부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그랜드)

경기도청

프레지던트 호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