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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회원 : 제0099호 2022. 5. 25

수    신 : 회원기업 대표 및 기관/단체 대표

참    조 : 비서실 부서장, 총무/인사/교육 부서장

제    목 : 제45회『대한상의 제주포럼』참가 안내

1. 경제계 최고 역사의 최대 하계포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회원기업 및 기관/

단체를 초청합니다.

2. 2022년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경제위기 분석   

스페셜리스트 애덤 투즈 컬럼비아대 교수와 한미경제학회 선정 ‘2021 이코노미스트賞’을 수상한

在美경제학자 신용석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 등 해외석학, 새 정부의 초대 경제·산업부처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 

대학원 교수,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 대표, 주한 외교 

대사 등 최고 수준의 연사들을 초청해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혜안과 통찰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3. 코로나 사태로 3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제주포럼에 참석하시어 미래에 대비한

경영전략 구상과 함께 각계 인사들과 교류와 친목 도모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22. 7. 13(수)∼ 7. 15(금), 2박 3일 

나. 장 소 :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제주 표선면 소재)

다. 참가대상 : 기업, 기관, 단체 CEO·임직원 (부부·가족 동반)

라. 주 제 : 제주에서 만나는 통찰과 힐링

. 마. 초청연사 : 별첨 프로그램 참조

100-74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회원CEO팀 Tel. 6050-3422 / Fax. 6050-3427 /www.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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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 가 비 : 세부 비용내역은 별첨 참가안내서 참조

        1)�기본�참가비� :�상공회의소�입금
- 상공회의소 회원기업 : 가족 2,000,000원 (단독 1,300,000원)

- 상공회의소 비회원기업 : 가족 2,600,000원 (단독 1,900,000원)

* 부부�및�가족동반�참석�가능

* 회원사�한�기업당� 2팀�이상�신청시� 35만원�할인� (가족� 165만원, 단독� 95만원)

* 대한상의�특별제공� : 조식쿠폰� (가족참가�총� 4매, 단독참가�총� 2매)

       
        2) 기타 비용  

- 골프 참가비 : 상공회의소 입금

- 왕복항공료·관광투어비 : 지정여행사 입금 (여행사 명의 영수증 발급)

- 해비치호텔&리조트 숙박비·식사비 : 현지 개별 결제   

※ 참가비 및 기타 비용은 7월 11일(월)까지 완납 필수

사. 참가신청 마감 ※ 2022년 7월 7일(목)

1)�온라인 신청 (jejuforum.korcham.net)�혹은 

� �      2) 별첨 참가신청서 작성 후 jejuforum@korcham.net�송부

※온라인 신청은 6.7(화)부터 오픈 예정

아. 참가문의 :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사무국 

- Tel. 02-6050-3190/3424/3191 Fax. 02-6050-3427 E-mail: jejuforum@korcham.net

※별  첨 : 1.『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프로그램 및 참가안내 각 1부

2.『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참가신청서 1부. 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 태� 원

※ 제주포럼�참석기업�홍보용�이미지, CI (로고) 접수안내

- 사용용도� : 행사장�무대화면, 발표자료집에�활용

- 요청사항� : ① 홍보용�고화질�이미지�파일� 1~2개

*사이즈� 16:9비율, 600DPI 이상�고화질

② 기업�CI 로고� (AI 파일)

- 파일�접수: lsy@maccomm.co.kr (이소영�주임, 02-521-1004)

mailto:jejuforum@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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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1일차 / 7. 13(수)

17:10~17:15
<개회식>
개회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7:15~17:45
<초청강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7:45~19:10
<특별강연>
①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재편
② 글로벌 경제전망과 한국경제 방향

애덤 투즈 美컬럼비아대 교수
신용석 美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

19:20~20:40
<환영만찬>
야외 환영만찬

참석자 전원

2일차 / 7. 14(목)

07:30~08:20 <골프 티칭 클래스> 정현우 KLPGA 프로

08:30∼09:00
<초청강연>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09:00~09:50
<인문학>
MZ 세대 기업인이 말하는 소통법

김소연 뉴닉 대표

10:00~10:50
<경제·경영 강연>
新 국제질서와 한국경제의 미래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11:00~11:50
<경제․경영 강연>
기술 선진국의 조건

이정동 서울대 공학대학원 교수

09:10~11:40

<여성․가족 프로그램 1>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 동안 스킨케어 비법

배은정 연예인에스테틱 태와선 대표

<여성․가족 프로그램 2>
나만의 라탄 가방 만들기

김미연 하루애제주 대표

오후
<골프투어>
① 해비치CC
② 사이프러스CC

<관광투어>
① 포도뮤지엄, 수풍석뮤지엄, 본태박물관 등 

② 스누피가든, 사려니숲길, 블루마운틴족욕 등 

21:00~22:00
<문화공연>
제주의 푸른 밤, ‘신승훈’ 콘서트 가수 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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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 7. 15(금)

08:30~09:20
<경제․경영 강연>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맥킨지 대표(아시아 총괄 또는 한국)

09:20~10:00
<도전과 열정 강연>
‘가상인간기술’, 그 무한한 가능성

김세규 비브스튜디오스 대표

10:10~10:50
<인문학 강연>
알고보면 더 재미있는 명화 이야기

정우철 도슨트

10:50~11:30
<초청 강연>
한미 경제협력 방안

주한 대사(잠정)

11:30~11:35
<제주포럼 메모리즈>
- 참가자 추억 영상

11:35~11:40
<폐회식>
폐회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08:30~09:20
<여성․가족 프로그램 3>
코로나에 지친 내몸 관리법

김소형 김소형한의원 원장

※상기 프로그램(강연제목 등)은 연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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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안 내

1 기본 참가비(상공회의소 입금)
구분 가족 참가 단독 참가

상공회의소 회  원 2,000,000원 1,300,000원

상공회의소 비회원 2,600,000원 1,900,000원

비용 : 전 일정 수강료, 환영만찬, 문화공연(1회), 참가기념품, 조식쿠폰(가족 4매, 단독 2매) 포함

부부 및 가족동반 참석 가능 (추가비용 없음)

회원사 기준 1개 기업당 2팀 이상 신청시 각각 35만원 할인 (단독신청, 가족신청 무관)

2 골 프 비 (상공회의소 입금)
일자 조편성 골프장 이용 요금 (1인 기준)

7/14(목) 남녀별
해비치 CC 320,000원

285,000원싸이프러스 CC

요금 :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오찬, 그늘집 비용 포함
골프는 7. 7(목) 이후 신청/변경 불가
골프장 사정상 일부 골프장은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기본 참가비, 골프비 : 상공회의소 계좌로 입금
     - 입금계좌 : 하나은행, 776-910001-01605 (예금주 : 서울상의)
        ※ 입금자를 ‘회사명’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비치 CC 홀인원 경품(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후원) 
※문의 : 대한상의 제주포럼 사무국 Tel. 02-6050-3190/3191/3424, Fax. 02-6050-3427, E-mail. jejuforum@korcham.net

3 호 텔 비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개별 결제)
구분 구분 기본 숙박비 (1박 기준) 비고 

룸타입

해비치 호텔
    슈페리어(한라산 전망)        405,350원

    이그젝티브(정면 바다 전망)   514,250원

 * 주말(금,토) 이용시

  - 호텔 : 72,600원 추가

  - 리조트 : 66,000원 추가

 * 리조트 룸 구성

  - 원룸 : 양실(베드 2) + 거실

  - 투룸 : 양실(베드1) +한실(온돌) + 거실  

해비치 리조트
    32PY(한라산 전망)           385,000원

    32PY(바다 전망)             418,000원

가격 : 약 30% 할인가격(봉사료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예약 : 참가신청서에 의거 일괄 예약/관리
계산 : 호텔 Check-Out시 본인이 직접 호텔에 지불
취소수수료 : 숙박 7일~2일전 1박요금의 30%, 숙박1일전 1박요금의 50% 당일 취소시 100% 위약금 부과
객실수 여건상 일부 타입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침대 추가 희망시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대한상의 특별제공 : 조식쿠폰(가족참가 4매, 단독참가 2매)
- 조식 추가 신청 희망시 ☞ 1인당 (호텔 뷔페): 대인 47,000원 소인 36,000원 (소인 : 37개월 ～ 13세)

(리조트 뷔페): 대인 30,000원 소인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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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투어 (지정여행사 입금) 제주현지에서 신청/결제 가능

일자 코스 (중식메뉴) 참가비(1인)

7/14(목)
 [관광투어(A)] 포도뮤지엄, 수풍석뮤지엄, 본태박물관 (전복 맑은 탕)

 대인 : 99,000원

 소인 : 88,000원
 [관광투어(B)] 스누피가든, 사려니숲길, 블루마운틴 족욕
              (흙돼지 두루치기)

 대인 : 99,000원

 소인 : 88,000원

중식 및 다과 비용, 차량, 가이드, 전문해설사 비용 포함 (*소인 : 만12세까지)
문화시찰 현장(제주) 취소시 ‘중식비’ 제외 후 환불

5 항 공 비 (지정여행사 입금 또는 개별 예약)
        구간 구분 서울/제주 부산/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청주/제주

1인 왕복 항공료

(소인)

(경로)

245,200원

(193,200원)

(226,000원)

239,200원

(188,700원)

(220,600원)

202,200원

(161,000원)

(187,300원)

223,200원

(176,700원)

(206,200원)

183,200원

(146,700원)

(170,200원)

219,200원

(173,700원)

(202,600원)

7/13(수)

[출발편]

12:50

OZ8989

12:20

KE1291

13:20

KE1237
14:00

KE1017
09:30

OZ8121
10:40

KE1903
14:00

KE1955

7/15(금)

[귀경편]

16:25

OZ8962

15:40

KE1248

16:10

KE1250
15:00

KE1020
17:25

OZ8128
16:10

KE1906
15:20

KE1956

가격 : 공항세 + 유류할증료 포함가격(6월기준이며, 소인(만12세까지)은 25%할인된 금액 (소인: 2009년 7월 12일 이후 출생)
- 유류할증료 변동 등 발권시점에 따라 요금이 소폭 인상될 수 있음 / 일부 항공편은 조기 마감될 수도 있음
-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왕복 항공료를 가산(1인 항공료 참조)하여 입금 요청
계산 및 예약․변경․발권 : 아래 지정여행사에서 담당 (상기 항공시간은 단체항공 기준이며 개별적으로도 항공 예약 가능)
만 65세 이상은 경로 우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1957년 7월12일 이전 출생)

 ○�항공비,�관광투어�입금� :� (주)무크투어� Tel.� 02-734-0713,� Fax.� 02-734-0708
� � � � ∙ 담� � � � 당� :� 남은희�실장(zambbo0307@hanmail.net)
� � � �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1-433060� [예금주� :�㈜무크투어]
� � ※� 입금자는� ‘회사명’으로� 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증은� ‘포럼�부대행사�참가’� 명목으로�발급

☞상공회의소 명의 영수증 발급 불가 

6 참 가 신 청
참가신청서� jejuforum@korcham.net� 이메일�송부� or� 온라인�신청� (jejuforum.korcham.net)�

**�온라인�신청을�위한�홈페이지는� 6.7(화)�오픈�예정� **� �

신청마감� :� 2022.� 7.� 7(목)까지
① 참가신청 ② 입 금 ③ 지출증빙자료 ④ 참가신청 완료

이메일�송부

or

온라인신청

⇒

기본 참가비, 골프비 ⇒ 계산서 수령
(상공회의소 발행)

⇒ 참가신청 및
입금 확인

(상공회의소 입금)
단체항공비, 

관광투어 참가비 ⇒ 영수증 수령
(여행사 발행)(지정여행사 입금)

호텔비 ⇒ 영수증 수령
(호텔 발행)(현지에서 개별 계산)

7 참 가 문 의 
대한상의 제주포럼 사무국 Tel. 02-6050-3190/3191/3424, Fax. 02-6050-3427, E-mail. jejuforum@korcham.net

mailto:zambbo0307@hanmail.net
mailto:jejuforum@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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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대한상의�제주포럼』�참가신청서

※�참가신청서� jejuforum@korcham.net�이메일�송부� (또는�온라인�신청�사이트(6.7(화)�오픈)�이용)�

1. 참가자 인적사항
회 사 명 성명/직위

주민번호 전화번호

E-mail 휴 대 폰

회사주소
 (우편번호       )

※신청담당자  [성명/직위]                    [전화]                    [E-mail]

 ◇ 동반가족 및 부대프로그램 참석여부 (O, X)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행자보험 가입용) 14일(목) 15일(금)

스킨케어  강좌 라탄 가방 만들기 강좌 골프 티칭클래스 코로나 건강 강좌
-

-

-

-

2. 골프·관광투어
일자 조편성 골프 문화시찰

7/14
(목)

남녀별
본  인 (핸디:     ) 해비치(  ), 싸이프러스(  ) 중 택1 관광(A) 대인(   )명, 소인(  )명

배우자 (핸디:     ) 해비치(  ), 싸이프러스(  ) 중 택1 관광(B) 대인(   )명, 소인(  )명 

*같은 조로 플레이를 서로 약속하신 경우는 사무국으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원하시는 골프장 V체크 및 골프핸디(예: 15, 20, 30 등 핸디 기준) 기재 요망
※ 일부 골프장 및 관광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3. 단체항공  ※항공편 개별 예약시 V체크[    ]
        구간 구분 서울/제주 부산/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청주/제주

7/13(수)

[출발편]

12:50 OZ8989

대인(  ) 소인(  )

12:20 KE1291

대인(  ) 소인(  )

13:20 KE1237

대인(  ) 소인(  )
14:00 KE1017

대인(  ) 소인(  )
09:30 OZ8121

대인(  ) 소인(  )
10:40 KE1903

대인(  ) 소인(  )
14:00 KE1955

대인(  ) 소인(  )

7/15(토)

[귀경편]

16:25 OZ8962

대인(  ) 소인(  )

15:40 KE1248

대인(  ) 소인(  )

16:10 KE1250

대인(  ) 소인(  )
15:00 KE1020

대인(  ) 소인(  )
17:25 OZ8128

대인(  ) 소인(  )
16:10 KE1906

대인(  ) 소인(  )
15:20 KE1956

대인(  ) 소인(  )

4. 호텔 
숙소명 객실형태 및 전망에 ∨표기

투숙 기간
비고(요청사항)

Check-in Check-out

호텔
더블 타입(킹베드 1) □ 한라산 전망 □

      월     일      월    일
트윈 타입(슈퍼싱글 2)  □ 바다 전망 □

리조트

원룸(퀸베드2 + 거실) □ 한라산 전망 □

      월     일      월    일투룸(한실 + 양실(퀸베드1) + 

거실)  □
바다 전망 □

조식 조식 쿠폰 신청(대한상의 제공분 外), 유료 필요 쿠폰수(대인:   매, 소인:   매)

※ 객실수 여건상 일부 타입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5. 계산서 발행 신청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정보 기재
대표자명 주소  (우         )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업종: 입금액

*계산서는 6월초 이후 발행 예정

위와 같이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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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필수 개인정보보호 고지 영역
 ※ 동의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ㅇ로 표시요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주포럼 신청자의 공지사항 전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수집근거 동의여부(필수)

제주포럼 안내, 
호텔/항공예약, 보험가입, 
골프/관광예약, 비용정산

성명, 회사명, 직위, 
주민번호, 골프핸디,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 주소

행사종료 
후 1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필수>
 대한상공회의소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위탁기간 동의여부(필수)

해비치호텔
&리조트 호텔예약 이름, 전화번호 2022년 8월 31일 

예(  ), 아니오(  )
무크투어

항공/관광예약,

여행자보험가입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2022년 8월 31일 

  ※ 귀하는 제주포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본 행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택 개인정보보호 고지 영역

  ■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동의 <선택>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동의여부(선택)

대한상의
뉴스레터 발송

이메일 수집일로부터 5년 예(  ), 아니오(  )

대한상의
행사․교육 안내

이메일 수집일로부터 5년 예(  ), 아니오(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 
거부한 내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명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