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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세계 균형을 위한 국제 회의 

"모두와 함께 그리고 모두를 위해" 

문명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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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하바나 

 

이 다학제적 사고의 세계 포럼은 José Martí Project for World Solidarity 에 의해 소집됩니다. 

2003 년부터 이 프로젝트는 유네스코와 교육, 과학 및 문화를 위한 이베로 아메리카 국가 기구 

및 다른 국제 기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균형을 위해" 국제 회의는 지구상의 모든 위도에서 수백 명의 교수, 사회 활동가 및 

일반 지식인이 3 년마다 만나 주요 현대 문제를 반영하는 중요한 학술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세계 회의는 쿠바 독립의 사도이자 보편적 사상가인 호세 마르티 탄생 170 주년을 

기념하는 위대한 국제의 날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네스코와 국제 철학 및 인문 과학 

위원회의 후원 하에 벨기에 리에주에서 개최된 세계 인문학 세계 회의 토론의 연장선이자 

세계 문명 대화 회의의 연장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의해 동기 부여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지식인, 예술가, 

정치인, 교육자, 작가, 언론인, 사회 운동가, 연대 운동의 구성원, 정치, 노동 조합 및 종교 

지도자, 비정부 과학자, 페미니스트, 청소년, 농민, 환경 운동가 조직의 구성원 등. 

이 다학제적 사고의 포럼을 오늘날 인류를 괴롭히고 종의 존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여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시나리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위원회, 패널, 워크샵, 심포지엄, 청소년 공간, 기조 연설, 특별 개입 및 이러한 

성격과 규모의 이벤트에 해당하는 기타 형태의 반성과 토론을 통해 다루어질 것입니다. 

 

회의의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COVID-19 전염병에서 파생된 경험. 

 문명과 문화적 다양성의 대화. 

 생태계와 그의 보호.  

 사회운동의 역할과 도전. 

 현대 세계에서 연대가 필요성 

 평화와 핵군축을 위한 긴급 투쟁. 

 물 문제들 

 새로운 정보 기술(ICT)의 위험과 희망. 

 가짜 뉴스, 윤리 및 소셜 네트워크. 

 현 상황에서 언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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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정책 및 국가 정체성. 

 예술과 인문학, 특히 시를 통해 영성과 

저항의 문화를 형성 

 글로벌 균형을 위한 필수 

메커니즘으로서의 다자주의 

 글로벌 세력의 새로운 상관관계 분석: 

떠오르는 행위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통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사회적 형평성. 

 기아와 식량 안보. 

 XXI 세기의 교육과 인권.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투쟁. 

 참되고 실제적인 표현의 성평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 노동조합. 

 종교적 다양성, 일치 운동 및 영성. 

 마약 사용 및 마약 밀매 문제. 

 청소년과 새로운 세대의 역할: 오늘과 

내일. 

 국가 테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과의 전쟁.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국제 협정을 

존중할 필요성 

 도덕 세계의 태양으로서의 정의. 

 자기 결정권. 

 민족의 역사적 기억 함양의 중요성.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와 호세 

마르티(José Martí)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현대 사상가까지 라틴 아메리카 

사상의 공헌.

 

일반 정보 

장소: 컨벤션 팰리스, 아바나, 쿠바 

언어: 회의의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 영어 및 포르투갈어, 본회의에서는 프랑스어와 러시아어 

동시 번역도 있을 예정입니다. 

논문 발표: 모든 참가자는 2022 년 11 월 30 일 이전에 조직위원회에 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제목, 저자 데이터 및 전시회에 필요한 매체 시청각을 지정하는 100 단어 

이내의 요약(Arial 12). 

이벤트 추억: 이 포럼이 끝나면 책이 디지털 형식으로 출판되어 대학과 José Martí Project for 

World Solidarity 의 연락처 네트워크에 배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사로 등록한 사람들은 

전체 작업을 조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점: 참가자 또는 연사로 등록된 대의원은 국제 표준에 따라 해당 학점을 인정하는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등록비 

대의원 USD 120.00 

학부생 USD 70.00 (증빙서류 제시) 

동반자 USD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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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은 컨벤션 센터 도착 시, 인증 시 또는 행사 공식 

웹사이트(http://www.porelequilibriodelmundocuba.com )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컨퍼런스 웹사이트: 

http://www.porelequilibriodelmundocuba.com  

조직위원회 

이메일: hpardo@cubarte.cult.cu  및 

jmarti@cubarte.cult.cu  

텔레팩스 (537) 833 9818 및/또는 (537) 836 

4756; 

전화 (537) 838 2233/838 2297/838 2298. 

본사: Calle Calzada No. 803, between 2 and 4, 

Vedado, Havana, Cuba. 우편 번호 10400. 

전문 회의 주최자 

MSc. Zósima López Ruiz 

이메일: zosima@palco.cu  

전화: (537) 208 5199 / 210 7100, 내선 1105 

Cubatur여행사 

전문가 Osleiby Berlanga 

이메일: osleiby.berlanga@centra.cbt.tur.cu 

 

전화: (537) 7835 4113 /(535) 2153743 

전문가 Yezenia Pérez 

이메일: yezenia.perez@centra.cbt.tur.cu 

전화:전 (537) 7835 4113 

Amitur Cuba S.A. 여행사 

감독 유리 델가도 마르티네스 

이메일: comercial@amistur.cu  

전화: (537) 830 1220 및 (537) 834 4544 내선 

120 

Paradiso 문화 여행사 

전문가 Eduardo González 

이메일: eventos4@paradis.artex.cu; 

gerente_eventos@paradis.artex.cu 

전화: (537)78365381 / (537)78383908 

종합 패키지 하바나 컨벤션 센터 

국제영업부 

MSc. Elier Alonso Montano 

이메일: promoevento@palco.cu  

전화: (537) 203 8592; (537) 210 7100, 내선 

번호 1521; (+53) 5279 2786 

웹사이트: 

http://www.eventospalco.com/es/even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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