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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9일(화~목) | 서울, 도쿄및 온라인개최

한국과 일본의 자본으로 
인프라 투자의 기회를 열다

업계 리더들이 주는 인사이트, 훌륭한 
네트워크 기회, PEI의 컨퍼런스는 언제나 
저에겐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InstarAGF, Lydia Gaylord



목차
 » 참가 하는 이유는? 

 » 대면 컨퍼런스가 돌아왔습니다 

 » 참석한 투자자 

 » 어젠다  하이라이트 

 » 주요 연사 

 » Global Passport 

 » 스폰서 

 » 이벤트 참여하기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관 투자자 모임
「Infrastructure Investor Japan Korea 
Week」는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및 
펀드레이징 컨퍼런스입니다.

이번 12월,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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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축

자본 확보

투자 트렌드 파악

대면 방식의 이점을 활용하여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기회를 잡아보세요. 행사전에 
저희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더 
빠르게 네트워크를 구축해보세요.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한국과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과 
만나 투자를 유치해 보세요.

업계 리더로 이루어진 패널과 
함께 최신 트렌드를 찾으세요. 
한국과 일본 투자자의 인프라 
투자 전략과 투자 유치 모범 
사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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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컨퍼런스 전환

Japan Korea Week
Seoul Forum 2021

     

12월 7일(화)

첫째 날

대면 방식, 콘래드서울

한국 투자자 전용 세션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투자자들과 네트워킹을 
구축하세요.

셋째 날
12월 9일(목)

Japan Korea Week
Tokyo Forum 2021

대면 방식, 도쿄 팰리스 호텔

일본 투자자 전용 세션

일본의 최고 투자자들과 함께 
향후 1년 의 자본 흐름을 
구상해 보세요.

둘째 날
12월 8일(수) 

영감을 주는 세션을 통해 
글로벌 투자 트렌드의 전망을 
파악하세요.

온라인 

Japan Korea Week
Tokyo Forum 2021

Japan Korea Week
Seoul Foru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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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제회
 » 과학기술인 공제회
 » 교직원공제회
 » 국민연금
 » 군인공제회
 » 농협중앙회
 » 동양생명
 » DBG생명
 » 라이나 생명

 » 메리츠 화재
 » 멧라이프 생명
 » 미래에셋 생명
 » 삼성화재
 » 소방공제회
 » 수출입은행
 » SGI서울보증
 » 신한생명
 » 신협중앙회

 » IBK기업은행
 » 에이비엘생명보험
 » 한국산업은행
 » 한국투자공사 
 » 한화자산운용(주)
 » 행정공제회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기타 다수

업계를 리드하는 기관 투자자와 
만나보세요

Japan Korea Week는 전처럼 투자자들을 만나고 인프라 섹터 신규 개발계획 
및 트렌드에 대해 알아볼 좋은 기회입니다.
wpd AG, Helge R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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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큰 수익을 
내려면
• 인프라 승자와 패자: 포스트 팬데믹에 GP
는 어디에 투자를 할것인가/피할것인가?

• 현재 상황에서의 리스크 관리 – 국가 및 
통화 리스크

• 교통 섹터 – 투자를 다시 생각해볼 
때인가?

성공적인 ESG 도입 전략
• 성공적으로 인프라에 ESG를 
도입하기

• 관리자들은 ESG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가? 단지 보여 주기 
식인가?

• 경험 많은 투자자로부터의 교훈

인프라 성장 섹터
• 포스트 팬데믹에 부상할 섹터 – 디지털 
인프라이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가?

• 소셜 인프라와 같은 새로운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넣을 것인가?

• 교통 – 다시 부상하고 있는가?

한국 투자자 패널
• 포스트 팬데믹 투자 – 한국 투자자들이 
투자할 곳은 어디인가?

• 팬데믹 전후 섹터별 관심사  – 지금도 
에너지를 중점으로 보는가?

• 인프라 부채 대 에쿼티 투자 전략

어젠다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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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업계 전문가와의 담화

Neil Brown 
Partner - Investment 
Development Group 
Actis 

Gwenola Chambon 
CEO & Founding Partner 
Vauban Infrastructure 
Partners

Mark Florian 
Head of Global Energy & 
Power Infrastructure 
BlackRock

Alastair Hall 
Senior Managing Director 
OMERS Infrastructure

Tom Irvine 
Managing Director 
Northleaf Capital 
Partners

            

          
Dong Young Kim 
Manager, Private Capital Team 
TongYang Life 
Insurance

Jake Lee 
Head of Infrastructure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Joanne Lee 
Sustainable Finance Specialist 
WWF

Seok Won Lee 
Investment Manager 
POBA

Andrew Shin 
Director, Head of Investment 
Services 
Willis Towers Watson

전체 연사 보기 

7 of 10 | 목차로 돌아가기 이벤트 더 알라보기 

https://www.peievents.com/en/event/infrastructure-investor-japan-korea-week/speakers/
https://www.peievents.com/en/event/infrastructure-investor-japan-korea-week/


독보적인 글로벌 인프라 
커뮤니티

Japan Korea Week는 이제  
더 큰 행사의 일부입니다 
「Infrastructure Investor Global Passport」를 통해 
일년 내내 업계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만나고, 
자본을 확보하고, 인프라 커뮤니티에서 우위를 차지하세요.

단지 12월의 행사 만이 아니라 일년 내내 커뮤니티에 접속할 
수 있으며 업계 주도적인 행사와 네트워크 모임, 온디맨드 
콘텐츠를 다루는 패스포트 커뮤니티프로그램도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가입하고 행사 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보세요.

커뮤니티 가입하기 

패스포트에서 무엇이 제공되는지 더 알아보고 싶으십니까? 
팀 멤버와 함께 플랫폼 투어를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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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려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프로그램 문의: 
Andrew Wolff 
andrew.w@peimedia.com 

스폰서십 문의: 
스폰서십 팀 
asiasponsorship@peimedia.com

등록 문의: 
Chloe Nealega  
chloe.n@peimedia.com

리드 스폰서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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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를 리드하는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 컨퍼런스에 참여하세요
참여 신청하기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채정우 (elliott.chae@peimedia.com)
에게 연락주십시오.

https://www.peievents.com/en/checkout/?peievcc-event-id=38767
mailto:elliott.chae%40peimedia.com?subj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