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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tings & Announcement 

 Good morning and welcome to Jeju Island, Korea!  My name is Chang-Hee 

Won. I am the convener of this 9th APMF Conference. On behalf of the Asia 

Pacific Mediation Forum and the local Conference Organizing Committee, I 

want to express great thanks to all of you for coming from 15 countries for 

this exciting event! 

 I hereby declare the 9th APMF Conference officially open!  Our agenda is 

“PEACE IN ASIA: Stepping Up the Role of Conflict Resolution.” We warmly 

welcome all of you coming from around the world to Jeju Island, Korea. Jeju 

Island is “Island of World Peace,” appointed as a UNESCO Heritage Site. 

So it is very meaningful for us as mediators and peacemakers to come to 

this Peace Island, Jeju for this conference. 

 Acknowledgment for Presentations 

 I wish to express my great appreciation to the many people who have 

worked and supported this conference. Please give m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their names. 

 We will begin this conference with welcome remarks from three dignitaries., 

First will be Dale Bagshaw (President of APMF), then Young-Hoon Oh 

(Member of National Assembly and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finally Hang-Jin Lee (Mayor of Yeoju City, Korea). 

 Following these welcome remarks, we are privileged to have keynote 

presentations by Richard Giacolone (National Director of the US Federal 

Mediation & Conciliation Service), Ambeng Kandakasi (Deputy Chief 

Justice of Papua New Guinea Supreme Courts), and Hak-Lin Kim 

(President of the Korea Association of Conflict Studies). 

 Tomorrow’s plenary Agenda Discussion will address the theme “Peace in 

Asia”.  Myung-Lim Park (Director, Kim Dae-Jung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at Yonsei University, Korea) and Vitoon Viriyasakultorn (Deputy 

Director of Rotary Peace Center,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will 

be our two main speakers.  Their remarks will be commented on by a 

global panel of mediators from Japan (Masako Miyatake), Australia (Dale 

Bagshaw) and the U.S.(Jose Pascal da Rocha).  This plenary panel will be 

chaired by Jan Sunoo (Commisioner, US FMCS, ret.),  



 This 9th Asia Pacific Mediation Forum is jam-packed with wonderful variety 

mediators’ experiences and wisdom from many countries.  It may also be 

the first time for many of our non-Korean colleagues to learn about the 

many experiences, concerns and successes we have had here in Korea over 

the past 2 decades.  We have scheduled 53 speakers in 18 sessions over the 

next two days. I really appreciate all the authors who have put in their time 

and hard work to write and present their papers here. 

 Acknowledgment for APMF and KAM Committee Members 

 My deep appreciation goes out to the APMF Executive Committee, Dale 

Bagshaw, Jan Sunoo, Tony O’Gorman, Ambeng Kandakasi and Dato Hui 

Tan.  

 I also appreciate the many hours and hard work of my fellow members of 

the Korea Conference Organizing Committee, Yong-Gap Moon, Ju-Il Kim, 

Jun-Hwan Moon, Dong-Hyuk Jang, our advisor Jan Sunoo and other 

members.  

 We also recognize and thank the time and effort of our interpreter staff 

from Branksome Hall School and from Seoul and Jeju Island’s academic 

community who make it possible for all of us to attend both English or 

Korean language sessions these two days. 

 

I wish you all an enriching and enjoyable time during the next few days and 

hope The 9th APMF Conference will be successful in your eyes. Thank you! 

 

 

  



제9차 APMF 컨퍼런스 개회선언 

원창희 

제9차 APMF 주최자, 한국갈등조정가협회 회장 

 

 인사말씀과 개회선언 

 안녕하십니까?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9차 아시아태

평양포럼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한국 준비위원장 원창희입니다. 아시아태평

양조정포럼과 한국 준비위원회를 대신해서 전 세계 15개국으로부터 이 행사

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9차 아시아태평양조정포럼 컨퍼런스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아

젠다는 “아시아의 평화: 갈등해결 역할의 강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제주

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평화의 섬”입니다. 그래서 조정가와 평화유지가로서 우리는 이

번 컨퍼런스를 평화의 섬 제주도에 온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발표에 대한 감사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일하고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환영인사말씀을 해주실 세분을 소개합니다. APMF 데일 박쇼 회장님, 민주

당 강창일 의원님, 여주시 이항진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기조연설을 해주실 세분을 소개합니다. 미국 연방조정알선청 리차드 

지아콜론 청장님, 파푸아뉴기니아 대법원 기부마 깁스 살리카 경 대법원장

님, 한국갈등학회 김학린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내일 “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의 아젠다토론에서 발표해주실 연세대 박명

림 김대중도서관장님, 태국 출라롱콘대학교 로타리평화센터 비툰 비리야사

쿨톤 부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세분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마사코 미야타케 교수님, 호주의 데일 박쇼 교수님, 미국의 조스 파

스칼 다로차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아젠다토론의 사회는 미국 연방조정



알선청 잰선우 전 조정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제9차 아시아태평양조정포럼 컨퍼런스는 많은 나라에서 아주 다양한 조정가

의 경험과 지혜로 가득차 있습니다. 또한 여기 오신 많은 외국인들이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있었던 많은 경험, 관심 그리고 성공에 대해 배울 최초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내일 이틀간 18개 세션에서 53개 발표가 있을 예

정입니다. 이번에 발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발표문을 작성하고 

준비해주신 모든 발표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아태평양조정포럼과 한국갈등조정가협회 회원들께 감사 

 아시아태평양조정포럼 운영위원회 데일 박쇼, 잰선우, 토니 오골만, 암뱅 칸

다카시, 다토 후이 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컨퍼런스 준비위원회 문용갑, 김주일, 문준환, 장동혁 등 20명의 위원

님들과 잰선우 고문님의 많은 시간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틀간 즐겁고 풍성한 시간이 되시고 제9차 APMF 컨퍼런스의 성공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