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 플래넘 2019  
 

“한국의 선택” 

일시: 2019년 4월 23일(화) – 4월 24일(수) 

장소: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첫째날: 2019 년 4 월 23 일 화요일 

시 간 패널명 패널리스트 소 속 

08:00 – 09:30 등록 

개회식 

 

그랜드볼룸 I+II 

 

09:30 – 10:25 

환영사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기조연설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10:25 – 10:30 휴식 

플래너리 세션 

I 

 

10:30 – 12:00 

G1 혹은 G2? 

 

그랜드볼룸 I+II 

 (한영 동시통역)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에블린 고 호주국립대학교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장 퉈셩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자오 샤오줘 중국군사과학원 

12:00 – 13:00 오찬 

세션 1 

 

13:00 – 14:30 

한-미 동맹 

 

그랜드볼룸 I+II 

 (한영 동시통역) 

수 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김성한 고려대학교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시드니 사일러 주한미군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주 펑 난징대학교 

미-일 동맹 

 

그랜드볼룸 III 

박철희 서울대학교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학교 

리처드 맥그리거 로위연구소 

도구치 히데시 일본정책연구대학원 

왕 동 북경대학교 

나토(NATO) 

 

남산룸 I 

최진우 한양대학교 

이안 앤서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파스칼 보니파스 프랑스국제관계전략연구소 

케스투티스 파울라우스카스 북대서양조약기구 

브룩 스미스윈저 랜드연구소 유럽지부 

알렉산더 버시바우 애틀랜틱카운슬 

14:30 – 14:45 휴식 



 

 

플래너리 세션 

II 

 

14:45 – 16:15 

역사 혹은 미래? 

 

그랜드볼룸 I+II 

 (한영 동시통역)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 타임즈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데이비드 해리스 미국유대인위원회 

알렉산드라 글리슈친스카 그라비아스 폴란드과학아카데미 

폴커 슈탄첼 독일외교협회 

16:15 – 17:00 휴식 

출판기념회 

 

17:00 – 18:00 

아산 정주영 회고록 

『이 땅에 태어나서』 

영문 번역서 

 

그랜드볼룸 I+II 

 (한영 동시통역)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캐런 하우스 하버드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폴 월포위츠 미국기업연구소 

18:00 – 21:00 리셉션 및 만찬 (발표자 및 초청자에 한함) 
 

시 간 패널 제목 토 론 자 소 속 

나이트 세션 

 

21:00 – 22:30 

북한의 선택: 핵 문제 

 

그랜드볼룸 III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교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북한의 선택:  

경제개혁 

 

남산룸 I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후루카와 카츠히사 전) UN 북한제재 감시 전문가 그룹 

존 박 하버드케네디스쿨 벨퍼센터 

헤이즐 스미스 런던대학교 SOAS 
 

 둘째날: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시 간 패널명 패널리스트 소 속 

08:00 – 09:00  등록 

플래너리 세션 

III 

09:00 – 10:30 

민족주의 혹은  

국제주의? 

 

그랜드볼룸 I+II 

 (한영 동시통역)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파스칼 보니파스 프랑스국제관계전략연구소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율리 타미르 셴카공학디자인대학교 

폴 월포위츠 미국기업연구소 

10:30 – 10:45  휴식 

세션 2 

 

10:45 – 12:15 

민주주의의 위기 
 

그랜드볼룸 I+II 

 (한영 동시통역) 

길버트 로즈만 아산포럼 

라단 보로우만드 압돌라만 보로우만드센터 

추 윈한 타이완중앙연구원 

마틴 팩클러 이치고 자산운용 

캐런 하우스 하버드케네디스쿨 벨퍼센터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 타임즈 

 



 

 

 

이주 혹은 난민?  

 

그랜드볼룸 III 

마리 맥컬리프 국제이주기구 

멜리 카바예로 앤서니 난양기술대학교 

고든 플레이크 퍼스미국아시아센터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닐 루이즈 퓨리서치센터 

송지영 맬버른대학교 

가치 혹은 국익? 

 

남산룸 I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학교 

후지사키 이치로 나가소네평화연구소 

가오 페이 중국외교학원 

린다 야콥슨 차이나매터스 

T.J. 펨펠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12:15 – 13:30 오찬 

세션 3 

 

13:30 – 15:00 

자유무역 혹은 

공정무역? 

 

그랜드볼룸 I+II 

 (한영 동시통역) 

아시프 큐레시 고려대학교 

안덕근 서울대학교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교 

파트리크 메슬랭 파리정치대학교 

태미 오버비 맥라티 어소시에이츠 

군비통제 

 

그랜드볼룸 III 

가토 요이치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 

아베 노부야스 하버드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알렉산드르 가부에프 카네기 모스크바센터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니콜라 르고 프랑스 국방부 

기술경쟁 혹은 

기술협력? 

 

남산룸 I 

이동민 단국대학교 

타이밍 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민은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마이클 설메이어 조지타운대학교 

야콥 빈 이브라힘 싱가포르공과대학교 

15:00 – 15:15 휴식 

플래너리 세션 

IV 

 

15:15 – 16:45 

 

CVID 혹은  

“평화적” 공존? 

 

그랜드볼룸 I+II 

 (한영 동시통역)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에반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야마구치 노보루 일본국제대학교 

야오 윈주 중국군사과학원 

16:45 – 17:00 폐회사 

18:30 – 21:00 리셉션 및 만찬 (발표자 및 초청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