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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Investor Japan Korea Week 

12 월 7 일 

Infrastructure Investor Seoul Forum 

콘래드 서울, 대면 방식 

12월 8일 

Infrastructure Investor Seoul Forum & 
Infrastructure Investor Tokyo Forum 

온라인 개최 

 

 

Infrastructure Investor Seoul Forum 

12월 월 7 일 화요일, 서울 콘래드 서울 

09:00 한국 투자자를 위한 인프라부채 전략 

10:00 디지털 인프라투자 

11:00 사회 인프라투자 

12:00 점심 휴회 

15:00 신규 인프라투자(Greenfield) 리스크와 재생 에너지 

16:00 신흥 시장 라운드테이블 

17:00 한국 투자자 패널 

• 팬데믹 이후 자산 분배 – 한국 투자자들은 어디에 자산을 분배하고 있습니까? 

• 팬데믹 이전 vs이후의 부문별 수익 – 여전히 에너지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 인프라 부채 vs사모 펀드 투자 전략 

17:45 칵테일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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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Investor Seoul Forum &  
Infrastructure Investor Tokyo Forum 

12 월 8 일 수요일, 온라인 개최 
 

09:00 기조 연설 패널: 팬데믹 이후 높은 수익률 추구하기 

• 인프라의 승자와 패자: 펀드 매니저들이 팬데믹 이후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부문과 

투자하기를 꺼리는 부문은 어디입니까? 

• 현황에서의 리스크 관리 – 국가와 통화 리스크 

• 이동 수단 부문 투자 – 이 분야에 대해 재고해볼 때가 되었습니까? 

 

10:00 기조연설 프리센태이션 

 

11:00 패널: 인프라의 투자 범위 확대 

• 변화하는 인프라의 정의와 관점: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 왜 한국과 일본 투자자가 생소한 자산군을 고려하느는가? 

• 새로운 섹터인 디지털 및 소셜 인프라를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는가? 

 

12:00 점심 휴회 
 

15:00 파괴적 혁신(Disruption)과 변화하는 에너지 투자 

• 이 부문에서 현재 혁신과 혁신을 주도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ESG 와 재생 에너지 – 어떻게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까? 

• 어떻게 한국과 일본 투자자들이 신규 인프라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16:00 패널: ESG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 인프라 투자와 ESG 필요를 성공적으로 조율하기 

• 관리자들은 ESG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그저 겉치레에 불과합니까? 

• 경험 있는 투자자들에게 배우는 교훈 

 

17:00 패널: 일본과 한국 게이트 키퍼와 성공적으로 협업하기 

• 팬데믹 이후 게이트 키퍼와의 협업 모범 사례 

• 펀드를 권유하기 위해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지역 투자자들 사이의 위험과 수익 성향 – 변화하고 있습니까? 더 위험한 전략도 

권유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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