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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플래넘 2014 
 

역사의 미래 
  

날짜: 2014년 4월 22일 (화) – 4월 23일 (수) 

장소: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주최: 아산정책연구원 
 

 (4월 17일 기준, 아젠다 추후 변동가능) 
 

 

첫째날: 2014 년 4 월 22 일 화요일 

시간 패널 타이틀 패널 소속 

08:00-09:30 등록 

개회식 

09:30-10:10 

환영사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기조연설 윤병세 외교부 

10:10-10:15 휴식 

 

플래너리 

세션 1 

 

10:15-11:30 

 

역사의 회귀? 

사회자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연사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옌쉐퉁 칭화대학교 

11:30-13:00 점심식사 

세션 1 

 

13:00-14:15 

동아시아에서 역사로의 회귀? 

사회자 길버트 로즈먼 아산포럼 

연사 

천즈민 푸단대학교 

랄프 코사 퍼시픽포럼 CSIS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토고 카즈히코 교토산업대학 

유럽연합(EU)의 몰락과 근대국가의 부활? 

사회자 파트리크 메슬랭 파리정치대학 (시앙스 포) 

연사 

김남국 고려대학교 

카이-올라프 랑 독일국제안보연구소 

스테판 니더하프너 서울대학교 

길 잃은 ‘아랍의 봄’ 

사회자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연사 살라 엘-자인 알자지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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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허드슨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엘렌 라입슨 스팀슨센터 

디데릭 반데빌레 다트머스대학교 

14:15-14:30 휴식 

세션 2 

 

14:30-15:45 

제 2 핵 시대의 도래? 

사회자 폴-안톤 크루거 쥬트도이치 신문 

연사 

청샤오허 인민대학교 

천영우 아산정책연구원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윌리엄 토비 하버드대학교 

일본은 거꾸로 가는가? 

사회자 마틴 패클러 뉴욕타임스 

연사 

브래드 글로서먼 퍼시픽포럼 CSIS 

미야케 쿠니 리츠메이칸대학교 

박철희 서울대학교 

야마구치 노보루 일본방위대학교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와 북한인권 

사회자 크리스 넬슨 사무엘국제어소시에이트 

연사 

바버라 데믹 로스앤젤레스타임즈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이정훈 외교부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15:45-16:00 휴식 

세션 3 

 

16:00-17:15 

신 아시아 경제질서 

사회자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연사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션 밍후이 중국사회과학연구원 

테라다 타카시 도시샤대학교 

WTO 인가? 메가 FTA 인가? 

사회자 허경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사 

정인교 인하대학교 

호석 리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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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는 어디로 향하는가? 

사회자 사이먼 롱 이코노미스트 

연사 

곽재성 경희대학교 

리우췬 중국 국방대학교 

기탄잘리 나타라쥐 옵저버리서치파운데이션 

빅토리아 파노바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17:15-17:30 휴식 

플래너리 

세션 2 

 

17:30-18:45 

2008 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 

사회자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타임스 

연사 

권구훈 골드만삭스 

파트리크 메슬랭 파리정치대학 (시앙스 포) 

벤 스틸 미국외교협회 

장쥔 푸단대학교 

 

 

 둘째날: 2014년 4월 23일 수요일 

시간 패널 타이틀 패널 소속 

08:00-09:00 등록 

플래너리 

세션 3 

 

09:00-10:15 

동아시아 세력 전이 

사회자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 

연사 

김성한 고려대학교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야오윈주 중국군사과학원 

10:15-10:30 휴식 

세션 4 

 

10:30-11:45 

미중 관계, 전략적 신뢰인가 불신인가? 

사회자 더글라스 팔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연사 

보니 글레이저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마틴 자크 캠브리지대학교 

앤드류 스코벨 랜드연구소 

옌쉐퉁 칭화대학교 

기로에 선 ASEAN 

사회자 조나단 쵸우 마카오대학교 

연사 

한펑 중국사회과학원 

마크 매닌 의회조사국 

응웬 헝 손 베트남외교아카데미 

스티븐 웡 말레이시아국제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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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다자안보의 미래 

사회자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연사 

폴 에반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켄 짐보 게이오대학교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텅젠췬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질 반데르 긴스트 북대서양조약기구 

11:45-14:00 네트워킹 오찬 

플래너리 

세션 4 

 

14:00-15:15 

북한의 현재와 미래 

사회자 빅터 차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사 

천영우 아산정책연구원 

알렉산더 루킨 러시아연방외교아카데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15:15-15:30 휴식 

세션 5 

 

15:30-16:45 

민주주의의 미래 

사회자 앤드류 브라운 월스트리트저널 

연사 

다니엘 벨 칭화대학교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에릭 리 청웨이 캐피탈 

자유민주적 국제 질서의 미래 

사회자 이정민 연세대학교 

연사 

프랑수아 고드망 유럽외교협회 

마틴 자크 캠브리지대학교 

진창롱 인민대학교 

아시아 자본주의의 미래 

사회자 모종린 아산정책연구원 

연사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스티븐 카그먼 카그먼어소시에이트/북경대학국제법학원 

쿠부텍 일본정책연구대학원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 

16:45-17:00 휴식 

플래너리 

세션 5 

 

17:00-18:15 

역사에 대한 책임 (R2H) 

사회자 더글라스 팔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연사 
앤드류 브라운 월스트리트저널 

이하원 TV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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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롱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 

18:15-18:30 폐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