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 플래넘 2015  
 

“미국의 귀환?” 
일시: 2015년 4월 28일(화) – 4월 29일(수) 

장소: 그랜드 하얏트 서울 

 

첫째날: 2015 년 4 월 28 일 화요일 

시간 패널 제목 발표자 소속 

08:30-09:30 등록 

개회식 

09:30-10:10 

환영사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개회사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기조연설 카렌 하우스 페퍼다인대학교 

10:10-10:15 휴식 

플래너리 

세션 I 

 

10:15-11:30 

미국의 귀환? 

그랜드볼룸 II 

(동시통역 제공) 

함재봉 (사회자)  아산정책연구원 

조슈아 쿠퍼 라모 키신저협회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토코 카주히코 교토대학교 

우 젠민 중국외교부 외교정책자문위원회 

11:30-12:30 점심식사 

세션 1 

 

12:30-13:45 

군사적 혁신 

그랜드볼룸 II 

(동시통역 제공) 

최강 (사회자) 아산정책연구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쉬 웨이디 중국 국방대학교 

야먀구치 노보루  일본 국제대학교 

국제 금융의 지정학 

리젠시룸 

박태호 (사회자)  서울대학교 

오석태 한국SG증권 

트로이 스탕가론 한미경제연구소 

벤 스틸 미국외교협회 

셰일의 지정학 

그랜드볼룸 III 

 

제임스 김 (사회자) 아산정책연구원 

필립 앤드류 스피드 싱가포르대학교 

천 웨이동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에드워드 초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미칼 허버그 미국아시아정책연구소 

13:45-14:00 휴식 



 

플래너리 

세션 II 

 

14:00-15:15 

미국 힘의 한계? 

그랜드볼룸 II 

(동시통역 제공) 

이정민 (사회자)  연세대학교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한승주  고려대학교 

기 소르망 맨하튼정책연구소 

야오 윈주 중국군사과학원 

15:15-15:30 휴식 

세션 2 

 

15:30-16:45 

사이버 전쟁 

그랜드볼룸 II 

(동시통역 제공) 

데이비드 생어 (사회자) 뉴욕타임즈 

벤 잭슨 미국신안보센터 

박노형 고려대학교  

런 닌 중국사회과학원 

마이클 라스카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테러리즘 

리젠시룸 

니시드 하자리 (사회자) 블룸버그 

에프라임 인바르 베긴-사다트센터 

조셉 케쉬시안 킹파이잘이슬람연구센터 

엘렌 라입슨 스팀슨센터 

박현도 명지대학교 

핵확산 

그랜드볼룸 III 

제임스 액튼 (사회자)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스벤 주르췌스키 캐나다 전 외교관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리차드 웨이츠 허드슨연구소 

양 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16:45-17:00 휴식 

플래너리 

세션 III 

 

17:00-18:15 

G2인가? G1인가?  

미-중관계 

그랜드볼룸 II 

(동시통역 제공) 

필립 스티븐스 (사회자) 파이낸셜타임즈 

정재호  서울대학교 

자 칭궈 북경대학교 

에릭 리 청웨이캐피탈 

더글라스 팔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에반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18:15-19:00 리셉션 

 

 

 

 

 

 

 

 

 

 

 

 

 

 

 



 

 둘째날: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시간 패널 타이틀 패널 소속 

08:00-09:30  등록  

스페셜 세션 

09:30-10:30 

기조연설 

그랜드볼룸 II 

(동시통역 제공) 

투르키 알 파이잘  킹파이잘이슬람연구센터 

10:30-10:45  휴식 

세션 3 

 

10:45 – 12:00 

미-러시아 관계의 

재설정 

그랜드볼룸 II 

(동시통역 제공) 

최강 (사회자) 아산정책연구원 

엄구호 한양대학교 

스비틀라나 코브자르 랜드연구소 

길 로즈만  아산포럼 

드미트리 수슬로프 모스크바고등경제대학 

중동의 신질서 

리젠시룸 

장지향 (사회자) 아산정책연구원 

살람 파야드 팔레스타인 전 국무총리 

카렌 하우스 페퍼다인대학교 

시난 율겐 터키경제외교정책연구센터 

권희석 외교부 

동아시아의 신질서 

그랜드볼룸 III 

사이먼 롱 (사회자)  이코노미스트 

에릭 존 보잉 코리아 

키쿠치 츠토무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찰스 모리슨 이스트웨스트센터 

런 샤오 푸단대학교 

손열 연세대학교 

12:00 – 13:30 

그랜드볼룸 II 

(동시통역 제공) 

점심 및 『브레턴우즈 전투』 한국어판 출판기념회  

저자: 벤 스틸, 미국외교협회 국제경제 담당국장 (사회: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세션 4 

 

13:30-14:45 

최악의 한-일관계? 

그랜드볼룸 II 

(동시통역 제공) 

마틴 팩클러 (사회자) 뉴욕타임즈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교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교 

박철희  서울대학교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개선되는 중-일관계? 

리젠시룸 

제인 페레즈 (사회자)  뉴욕타임즈 

천 핑  환구시보 

보니 글레이저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카토 요이치  아사히신문 

김흥규  아주대학교 

 

 

 

애나 파이필드 (사회자)  워싱턴포스트 

벤 잭슨   미국신안보센터 



 

최상의 한-미관계? 

그랜드볼룸 III 

김성한  고려대학교 

사카타 야스요 칸다외국어대학교 

양 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14:45-15:00 휴식 

플래너리  

세션 IV 

 

15:00-16:15 

한반도 문제의 

종착점? 

그랜드볼룸 II 

(동시통역 제공) 

데이비드 생어 (사회자) 뉴욕타임즈 

천영우 아산정책연구원 

스벤 주르췌스키 캐나다 전 외교관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야마구치 노보루 일본국제대학교 

장 투어셩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16:15-16:30 폐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