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13일~14일
서울신라호텔

뉴노멀 시대: 대전환의 열쇠를 찾아서



뉴노멀 시대: 대전환의 열쇠를 찾아서



NEW
NORMALALC2022

뉴노멀 시대: 대전환의 열쇠를 찾아서

코로나가 일상인
국가의 리더십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돌파 감염으로 전 세계가 아우성인 

가운데, 일부 국가는 집단 면역 전략 등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ALC에선 코로나 

방역에 선전한 전현직 국가수반 등 글로벌 리더들의 비전과 노하우를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기준, 시가총액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전통 굴뚝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뿐입니다. 나머지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모두 기술 관련 기업들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처럼 21세기 국가의 성공은 기술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창업의 요람 역할을 해온 UC 버클리, 온라인 기업으로 세계를 석권한 아마존 등 석학과 

전문가들의 경륜과 지혜가 담긴 전략을 집중 소개합니다.

세계 경제의 신형 엔진 역할을 해오던 아시아가 코로나 직격탄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60%, 지구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는 경제 번영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분야 리더들은 이번 ALC에서 아시아 각국이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갈 

미래를 놓고 불꽃 튀는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ALC에선 세계적 경제학자, 글로벌 기업 창업자 등이 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 긴축 정책과 세계 

경제 전망 및 성장 전략을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은 에너지를 앞세운 러시아의 노골적인 세력 과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치른 중국은 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쿼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브루킹스 연구소,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 애틀랜틱 

카운슬의 핵심 인사들이 통찰력 있는 전망을 제시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지만, 세계 경제는 

인플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돌파 감염 때문에 자유로운 해외여행은 아직도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러시아의 세력 팽창, 중동 갈등 등 국제 정치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각국의 리더들 앞에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뿐 아니라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민주주의 재건 등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ALC에서는 ‘뉴노멀 시대: 대전환의 열쇠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전현직 정상, 글로벌 기업인, 여성 리더, 각 분야 석학 등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올해 ALC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세계 정상급 리더 

200여 명이 세션 80여 개에 참여하는 ‘글로벌 메가 하이브리드 콘퍼런스’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세계 경제 전망:
인플레와의 전쟁

국가 생존 전략

아시아의 미래

테크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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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920년 창간돼 올해로 102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고 일간지로, 국내 최다 일일 발행 부수(130만

·2019년 ABC 협회 발행부수 기준)를 자랑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입니다. 조선미디어그룹의 대표회사인 

조선일보는 자매회사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두고 있으며, 출판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chosun.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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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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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초(超)불확실성 시대의 뉴 리더십: 협력과 번영의 길을 찾아서

2016
아시아의 미래: 혁신 4.0

2015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힘

2014
하나의 한국, 더 나은 아시아

2013
아시아의 새로운 과제: 착한 성장, 똑똑한 복지

2012
자본주의 4.0: 따뜻한 자본주의로 가는 길

2008
리더십과 변화

2005
지진, 해일 이후 협력과 재도약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는 세계의 정치 지도자, 기업인, 석학들이 한곳에 모여 
현대 사회가 직면한 이슈들을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 행사입니다.

2005년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등 저명한 글로벌 리더와 학자들이 ALC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최고위 
임원들과 정부 관계자, 학자, 대학생 등 3500명이 매년 참석하는 ALC는 올해도 다양한 해법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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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4대 대통령

미국 43대 대통령

전 영국 총리

전 노르웨이 총리

인도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전 뉴질랜드 총리

전 스웨덴 총리

전 독일 총리

전 일본 총리

전 일본 총리

전 일본 총리

전 유엔사무총장

전 핀란드 총리 / 알토대 경영대학 집행이사

전 이탈리아 총리 / 파리정치대학 국제관계대학 학장

전 그리스 총리

전 일본 중의원 의장

전 싱가포르 총리

전 말레이시아 총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전 동독 총리

전 독일 대통령

전 핀란드 대통령

전 호주 총리

전 네덜란드 총리

전 스웨덴 총리

전 태국 총리

전 뉴질랜드 총리

전 덴마크 총리

전 캐나다 총리

전 미국 부통령

전 미국 연방하원의장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전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전 미국 국무장관

전 미국 국무장관

전 미국 국방장관

전 미국 국방장관

전 미국 재무장관

카타르재단 이사장

전 남아공 대통령(넬슨 만델라)의 부인

영국 요크 공작부인

알리바바그룹 회장

블랙록 CEO

블랙스톤 그룹 회장 겸 CEO

칼라일그룹 공동 CEO

스트랫포 CEO

하버드대 교수

3M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 회장 겸 CEO

역대 주요 연사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데이비드 캐머런

에르나 솔베르그

나렌드라 모디

조코 위도도

헬렌 클라크

프레드릭 라인펠트

게르하르트 슈뢰더

무라야마 도미이치

후쿠다 야스오

간 나오토

반기문

에스코 아호

엔리코 레타

요르요스 파판드레우

고노 요헤이

고촉통

마하티르 모하맛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로타어 데메지에르

호르스트 쾰러

타르야 할로넨

케빈 러드

빔 코크

예란 페르손

탁신 친나왓

제니 시플리

헬레 토르닝슈미트

킴 켐벨

마이크 펜스 

폴 라이언

니키 헤일리

탕자쉬안

헨리 키신저

콜린 파월

마크 에스퍼

리언 패네타

래리 서머스

셰이카 모자 빈트 나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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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니스 러더퍼드

조지 로버츠

미국 44대 대통령 미국 43대 대통령 전 노르웨이 총리

인도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전 영국 총리

전 독일 총리 전 뉴질랜드 총리 전 미국 부통령

전 미국 연방하원의장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전 일본 중의원 의장

전 미국 국무장관 전 남아공 대통령(넬슨 만델라)의 부인 넷플릭스 CEO

버락 오바마

나렌드라 모디 조코 위도도 데이비드 캐머런

게르하르트 슈뢰더 헬렌 클라크 마이크 펜스

폴 라이언 니키 헤일리고노 요헤이

헨리 키신저 그라사 마셸 리드 헤이스팅스

조지 W. 부시 에르나 솔베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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