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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아산플래넘 2019’, 23~24일 개최
-‘한국의 선택(Korea’s Choice)’-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한국의 선택(Korea’s Choice)’을 주제로 오
는 23~24일 양일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플래넘 2019’를 개최한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이와 함께,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 전 미국 국방부 부장관 및 전 세계은행 총재, 마크 내퍼(Marc
Knapper)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및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 알렉산더 버시바우
(Alexander Vershbow) 전 주한 미국대사 및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차장, 수 미
테리(Sue Mi Terry)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프로그램 선임연구위원 등 100여
명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동, △역사적 적대관계 해
소 지연 및 안보적 동맹관계 구축 요구가 혼재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딜레마, △민족주
의와 국제주의 충돌 지속, △완전한 비핵화 혹은 평화적 공존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 비핵
화 이슈 등 국제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기회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한국을 위한 최
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전망한다.
행사는 4개의 플래너리 세션과 11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되며, 故 아산(峨山)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 영역본(『Born of This Land: My Life
Story』) 출판 기념회가 열릴 예정이다.

* ‘아산 플래넘’은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

인터뷰

신청은

‘참고자료

3’에

있는

신청서로

4.12(금)

오후

5시까지

communications@asaninst.org 로 접수 바랍니다.
* 취재를 희망하는 언론인은 4.19(금)까지 communications@asaninst.org 로 사전신청 요망
(비표 소지자에 한해 현장 참석 가능)
- 현장의 공간 제약으로 인해 참석은 부득이 외교/통일부 상주 출입기자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인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 행사 관련 정보 및 연사들의 약력은 플래넘 홈페이지( www.asanplenum.org )에서 확인 가
능합니다.
* 회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
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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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플래넘 2019

“한국의 선택(Korea’s Choice)”
1. 일시: 2019년 4월 23일(화) ~ 4월 24일(수)
 Day 1 : 09:30~22:30
 Day 2 : 09:00~17:00
2. 장소: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3. 상세 프로그램 소개

Day 1: Tuesday, April 23, 2019
Opening Ceremony
09:30-10:25
Plenary Session I

G1 or G2?

10:30-12:00
ROK-U.S. Alliance
Session 1
13:00-14:30
Plenary Session II

U.S.-Japan Alliance
NATO

Collective Memory or Collective Future?

14:45-16:15

Book Launch

Born of This Land: My Life Story

12:15-13:25
Night Sessions

North Korea’s Choice: Nuclear Issue

21:00-22:30

North Korea’s Choice: Economic Reform

Day 2: Wednesday, April 24, 2019
Plenary Session III

Nationalism or Internationalism?

09:00-10:30
Session 2

Is Democracy in Crisis?
Immigrants or Refugees?

10:45-12:15
Values or Interest?
Session 3

Free Trade or Fair Trade?
Arms Control

13:30-15:00
Technology Competition or Cooperation?
Plenary Session IV

CVID or “Peaceful” co-existence?

15:15-16:45
16:45-17:00

Clos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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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플래넘 2019 해외 주요 참가자
미국
 제임스 스타인버그 (James Steinberg), 전 국무부 부장관, 전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 시라큐스대학교 사회과학 및 국제관계학 교수
 에드윈 퓰너 (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및 전 회장
 폴 월포위츠 (Paul Wolfowitz), 전 국방부 부장관, 전 세계은행 총재, 전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마크 네퍼 (Marc Knapper),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전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알렌산더 버시바우 (Alexander Vershbow), 전 주한미국대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사무차장
 수미 테리 (Sue Mi Terry),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프로그램
선임연구위원
 캐런 하우스 (Karen House), 하버드대학교 벨퍼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 월스트리트저널 편집국장 (1984 퓰리쳐상 수상자)
 제러드 커티스 (Gerald Curtis),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 명예교수
 크리스토퍼 넬슨 (Christopher Nelson), 넬슨리포트 편집장

〮국
 장 투셩 (Zhang Tuosheng), 〮국국제전략연구재단 선임연구위원
 주 펑 (Zhu Feng), 난징대학교 남〮국해 연구센터 소장
 야오 원주 (Yao Yunzhu), 〮국국사과학원, 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

 자오 샤오주오 (Zhao Xiaozhuo), 〮국군사과학원 향산포럼 사무국장,
인민해방군 상급대령
 가오 훼이 (Gao Fei), 〮국외교학원 부원장

일본
 후지사키 이치로 (Fujisaki Ichiro), 전 주미국 일본대사, 전 주 UN 일본대사,
나카소네 평화재단 대표
 야마구치 노보루 (Yamaguchi Noboru), 일본국제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전 육상자위대 연구본부장
 후카가와 유키코 (Fukagawa Yukiko),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술원 교수
 소에야 요시히데 (Soeya Yoshihide), 게이오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기타 국가
 야콥 빈 이브라힘 (Yaacob Bin Ibrahim), 싱가포르 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장관
 타미르 율리 (Tamir Yuli), 이스라엘 쉔카르공대 총장, 전 이스라엘 교육부
장관
 파스칼 보니파스 (Pascal Boniface),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 소장, 파리
8 대학 유럽학연구소 교수
 폴커 슈탄첼 (Volker Stanzel), 전 주〮국 ·주일본 독일대사, 독일 외교협회
부소장
 헤이젤 스미스 (Hazel Smith), 영국 SOAS 런던대학교 한국학연구센터 교수
 추 윤한 (Chu Yun-han), 대만 〮앙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 명예연구위원
 알렉산드라 글리진스카 (Aleksandra Gliszcznska), 폴란드 〮앙연구원 교수

 린다 야콥슨 (Linda Jakobson), 호주 내 〮국 전문 연구단체
 이안 안토니 (Ian Anthony), 스웨덴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 유럽국장
 알렉산더 가부에브 (Alexander Gabuev),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러시아지부
선임연구위원

참고 자료3
2019 아산 플래넘 인터뷰 신청서
(*) 특정 연사에 대한 인터뷰 요청 중복이 있을 시 (4건 이상),
1:1 인터뷰 대신 기자간담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변

연사

1

Evans J.R. Revere

2

Jonathan D. Pollack

3

Kato Yoichi

4

Gilbert Rozman

5

Jennifer Lind

6

Fukagawa Yukiko

7

Furukawa Katsuhisa

8

T.J. Pempel

9

Hazel Smith

10

Alexander Vershbow

11

Volker Stanzel

12

Tai Ming Cheung

13

Wang Dong

14

Martin Fackler

15

Kent Calder

16

Soeya Yoshihide

17

Abe Nobuyasu

18

Gerald L. Curtis

19

James Steinberg

20

David Harris

21

Philip Stephens

22

Linda Jakobson

23 Aleksandra Gliszczyńska-Grabias
24

Douglas Paal

25

Karen House

26

Jeanne Choi

27

Sue Mi Terry

28

Ian Anthony

29

Fujisaki Ichiro

30

Kestutis Paulauskas

31

Gordon Flake

매체명

기자성명

통역要 여부

연락처

인터뷰 희망날짜

(핸드폰/ 메일)

(23일/24일)

32

Yamaguchi Noboru

33

Nishino Junya

34

Karl Friedhoff

35

Jay Song

36

Troy Stangarone

37

Jung Pak

38

Evelyn Goh

39

Mely Caballero-Anthony

40

Richard McGregor

41

John Park

42

Neil Ruiz

43

Thomas Byrne

44

Brooke Smith-Windsor

45

Pascal Boniface

46

Ross Tokola

47

Kathryn Botto

48

Paul Wolfowitz

49

Ladan Boroumand

50

Patrick Messerlin

51

Scott Snyder

52

Tami Overby

53

Bruce Klingner

54

Lee Chung Min

55

Shawn Ho

연사들의 약력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en.asaninst.org/events_category/asan-plenum/sub_category/participant-biograph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