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oomberg New Economy Forum, 2019년 11월 20~22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2차 연례행사의  

예비 연사 및 참가자 발표 
 

확인된 참가자로는 Michael R. Bloomberg, Ajay Banga, Natarajan Chandrasekaran, Ray 

Dalio, Niall Ferguson, Bill Gates, Kai-Fu Lee, Li Xiaopeng, Judith McKenna, Penny Pritzker, 

Mike Roman, Neil Shen, Zhang Lei, Zhang Xin, Zhou Xiaochuan 등이 있습니다. 

 

Teresita T. Sy-Coson과 Ngozi Okonjo-Iweala는 명예의장인 Henry A. Kissinger 박사와 

공동의장인 Henry M. Paulson, Jr. 및 Zeng Peiyan, Mukesh Ambani, Fu Ying, Martin Lau, 

Jorge Paulo Lemann, Nandan Nilekani, Lubna Al-Olayan, Kevin Rudd등과 함께 포럼의 자문 

위원회에 참가합니다. 

 

뉴욕 및 베이징, 2019년 9월 17일 – Bloomberg 및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s, CCIEE) 는 오늘 11월 20일~22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2019 New 

Economy Forum의 예비 연사 및 참가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6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경영진, 기술 혁신가, 정부 관료, 전문가 및 학자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력의 균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혼란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중국, 인도, 아프리카, 남미 및 중동의 비즈니스 및 금융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비롯해 신흥 경제국들의 글로벌 리더들로 구성된 세계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다”고 Bloomberg 미디어의 CEO인 Justin B. Smith는 말합니다. “이 독특한 커뮤니티는 공통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전문지식과 관점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발전을 향한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Bloomberg LP 및 Bloomberg Philanthropies의 설립자이자 뉴욕 시장을 3번 연속 연임한 Michael R. 

Bloomberg 가 2018 년에 출범한 New Economy Forum 은 세계 경제가 중국, 인도 및 기타 신흥 

경제국들이 주도하는 엄청난 기회와 더불어 5G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 등의 신흥 기술을 기반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신념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 외에도 새로운 경제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 포럼은 기업 및 정부 리더들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솔루션을 제안하며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고유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Wang Qishan 중국 부주석이 기조 연설을 했던 2018 New Economy Forum에 이어 올해 포럼에서도 

최고 정부지도자들의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포럼에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무역, 기술, 

금융 및 자본 시장, 기후변화, 도시화 및 포용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조연설, 본회의 및 

분과세션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2019 New Economy Forum의 연사 및 참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Michael R. Bloomberg -- Bloomberg LP 설립자 겸 CEO  

● Henry A. Kissinger -- 전 미국 국무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 Henry M. Paulson Jr. -- 전 미국 재무장관, Paulson Institute 회장 

● Zeng Peiyan -- 전 중국 부총리, CCIEE 회장 

● Sultan Al Jaber -- 국무성 장관,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 CEO  

● Ajay Banga -- Mastercard 사장 겸 CEO 

● Charlene Barshefsky -- WilmerHale 수석 국제 파트너 

● Margaret Chan -- 전 세계보건기구 이사 

● Chang Zhenming -- CITIC Group 회장 

● Natarajan Chandrasekaran -- Tata Sons 상임 회장 

● Mathias Cormann - 호주 재무 장관 

● Euisun Chung -- 현대자동차그룹 상임 부회장  

● Gary Cohn -- 전 미국 경제정책 대통령 보좌관 및 국가경제회의 이사 

● Ray Dalio -- Bridgewater Associates, Inc. 설립자, 공동 CIO 겸 공동 회장 

● Aliko Dangote -- Industries Limited 사장 겸 CEO 

● Gary Dickerson -- Applied Materials, Inc. 사장 겸 CEO  

● Carlos Domiguez -- 필리핀 재무장관 

● Dong Mingzhu -- Gree Electric Appliances 회장 겸 사장 

● Sergio Ermotti -- UBS Group AG CEO 

● Niall Ferguson -- 스탠포드대학 후버 전쟁·혁명·평화 연구소 선임 연구원 

● Fu Ying -- 전 외교부 차관, 전국인민대표회의 외교위원회 부의장, 칭화대학 국제전략 및 

안보센터 의장 

● Bill Gates --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의장  

● Ge Honglin – 중국알루미늄공사 회장 

● He Dongfeng --  중국상용항공기유한책임공사 회장 겸 CPC 서기 

● Huang Qifan -- 전 충칭 시장, CCIEE 부회장 

● Walter Isaacson -- 툴레인대학 역사학 교수, 전 아스펜 연구소 CEO 

● Khaldoon Khalifa Al Mubarak -- Mubadala Investment Company 그룹 CEO 겸 상무이사 

● Luis Alberto Moreno - 미주개발은행 사장 

● Kai-Fu Lee -- Sinovation Ventures 설립자, 회장 겸 CEO 

● Li Shufu -- Zhejiang Geely Holding Group 회장 

● Li Xiaopeng –CPC 위원회 서기 겸 중국 EB금융그룹 회장 

● Jean Liu -- Didi Chuxing 사장 

● Lou Jiwei -- 전 재무장관, 전 중국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회장, 13회 CPPCC 전국위원회 

외교위원회 상임 회원 겸 의장 

● Martin Lau -- Tencent 사장 



● Strive Masiyiwa -- Econet Group 설립자 겸 상임 회장  

● Blythe Masters -- Digital Asset Holdings 전 CEO 

● Francesca McDonagh -- 아일랜드 은행 그룹 CEO 

● Judith McKenna -- Walmart International 사장 겸 CEO 

● Sanjay Mehrota -- Micron Technologies 사장 겸 CEO  

● Takehiko Nakao -- 아시아개발은행 사장 

● Nandan Nilekani -- Infosys Limited 회장 

● Manuel Nunes Junior -- 경제사회개발부 장관 

● Ngozi Okonjo-Iweala --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Lazard Ltd 수석 고문 

● Penny Pritzker -- 전 미국 상무장관, PSP Partners 설립자 

● Noel Quinn -- HSBC 그룹 CEO 

● Mike Roman -- 3M 이사회 의장 겸 CEO  

● Kevin Rudd -- 전 호주 국무총리, 아시아 사회정치연구소 소장 

● Tharman Shanmugaratnam -- 싱가포르 사회정책 선임장관 겸 조정장관 

● Neil Shen -- Sequoia Capital 간사, Sequoia Capital China FP 겸 MP 

● Shi Yi Gong -- 칭화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과장, 중국과학원 연구원, 웨스트레이크대학교 

총장 

● Frederick W. Smith -- FedEx 회장 겸 CEO 

● Lord Nicholas Stern -- 런던정경대학 경제학 및 정부 IG Patel 교수 

● Jane Sun -- Ctrip.com International, Ltd CEO 겸 이사회 회원  

● Tidjane Thiam -- Credit Suisse Group AG CEO  

● Jan Vapaavuori -- 헬싱키 시장  

● Wang Shi -- Vanke Foundation 회장 

● Wang Xiaochu -- China Unicom 회장 겸 당 비서 

● Bill Winters -- Standard Chartered 그룹 CEO 

● Wu Xiaoling -- 칭화대학 재테크연구소 경영위원회 이사 

● Xie Zhenhua -- 기후변화 중국 특사 

● Yang Lan -- Sun Media Group 회장 

● Zhu Min -- 전 IMF 상무보, 전 PBOC 부총재, 칭화대학 국립금융연구소 소장 

● Zhang Lei -- Hillhouse Capital Management Group 설립자, 회장 겸 CEO  

● Zhang Xin -- SOHO China 공동 설립자 겸 CEO 

● Zhou Xiaochuan -- Former Governor, People’s Bank of China; Vice Chairman, Boao Forum for 

Asia and Chief Representative of China전 중국인민은행 총재, 아시아 보아오 포럼 부의장 겸 

중국 수석 대표 

● Yu Liang -- Chairman, China Vanke Co, Ltd  China Vanke Co, Ltd회장 

 

Bloomberg는 이번 2019 포럼에 새롭게 참가하는 다음의 자문위원회 회원들도 환영합니다. 

Teresita T. Sy-Coson -- SM Investments Corporation 부회장, Ngozi Okonjo-Iweala --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겸 Lazard Ltd. 수석 고문 명예의장인 Henry A. Kissinger 박사와 공동의장인 Henry M. 



Paulson, Jr. 및 Zeng Peiyan이 이끄는 New Economy Forum 자문 위원회 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부 및 비즈니스 리더 5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Nandan Nilekani, Lubna Al-

Olayan, Mukesh Ambani, David M. Rubenstein, Jorge Paulo Lemann 등을 비롯한 다수 회원들이 올해 

포럼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2019 포럼은 3M, ADNOC, Dangote Industries Limited, ExxonMobil, FedEx, HSBC, 현대모터그룹, 

Mastercard, Tata Sons, Vanke 및 지식 협력사인 McKinsey and Company를 비롯해 10개의 파트너 

회사 및 기업 경영진이 후원합니다. 

  

일정 및 대표단을 비롯한 포럼의 세부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weconomyforum.com을 참조하십시오. 포럼에 관한 대화에 참여하고 최신 정보를 알아보려면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위챗 및 웨이보에서 #NewEconForum 태그를 사용하여 

팔로우해주십시오. 

  

Bloomberg 소개 

글로벌 비즈니스와 금융 정보 및 뉴스 분야의 리더인 Bloomberg는 영향력 있는 의사 결정자들을 

정보, 인물 및 아이디어로 구성된 역동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중요한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데이터, 뉴스 및 분석을 제공하는 당사의 

강점은 Bloomberg Terminal의 핵심입니다. Bloomberg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은 당사의 핵심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들이 조직 전반에 걸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통합,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loomberg.com/company를 참조하거나 데모를 요청하십시오. 

 

CCIEE 소개 

2009년 3월 20일에 설립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는 중국 정부의 관련 당국에 등록 및 

승인된 사회조직이자 새로운 유형의 씽크탱크입니다. “독창성, 객관성, 합리성 및 호환성”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CCIEE의 목적은 국내와 해외에서 전략적 및 경제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개발하며,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컨설팅 서비스와 지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개발을 지원하고, 국민 복지를 개선하며,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ciee.org.cn을 참조하십시오. 

 

# # # 

 

Bloomberg 연락처: 

 

북남미: 

Caitlin O’Neill 

+1-646-324-5909 

coneill93@bloomberg.net 

중국: 

https://www.bloomberg.com/company/announcements/bloomberg-china-center-international-economic-exchanges-host-new-economy-forum-beijing-november-2019/
https://www.neweconomyforum.com/
https://www.neweconomyforum.com/
https://www.neweconomyforum.com/
https://twitter.com/neweconforum
https://twitter.com/neweconforum
https://twitter.com/neweconforum
https://www.facebook.com/neweconforum
https://www.facebook.com/neweconforum
https://www.linkedin.com/showcase/bloomberg-new-economy-forum/
https://weibo.com/u/7052899952
https://weibo.com/u/7052899952
http://www.bloomberg.com/company
http://www.bloomberg.com/company
http://www.bloomberg.com/company
http://www.bloomberg.com/professional/request-demo/?utm_source=bbg-pr&bbgsum=dg-ws-core-pr
http://www.bloomberg.com/professional/request-demo/?utm_source=bbg-pr&bbgsum=dg-ws-core-pr
http://www.cciee.org.cn/
http://www.cciee.org.cn/


Stella Guo 

+86-10-66497247 

Sguo131@bloomberg.net 

아시아태평양 지역: 

Belina Tan 

+65-62313637 

belina.tan@bloomberg.net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Natalie Harland 

+44-20-35258820 

nharland@bloomberg.net 

남미: 

Pam Snook 

+1-212-617-7652 

pamsnook@bloomberg.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