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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Investor Japan Korea Week  

12 월 7 일 

Infrastructure Investor Seoul Forum 

대면 방식 콘래드 서울 

12 월 8 일 

Infrastructure Investor Seoul Forum & 
Infrastructure Investor Tokyo Forum 

온라인 

모두 세션은 한국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Infrastructure Investor Seoul Forum 

12 월 7 일(화요일) 콘래드 서울 대면 방식 개최 

한국어-영어 동시 통역을 제공합니다. 

 

12:00 네트워킹과 점심 

 

13:30 기조 연설 패널 

 

• 포스트 팬데믹 자산배분: 한국 LP 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 지난 18 개월 동안 인프라 자산 실적은 어떻습니까? 

• 팬데믹 이후 어떤 섹터가 가장 신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연사: Alastair Hall, Senior Managing Director, OMERS Infrastructure 

 

14:15 프레젠테이션 

 연사: Neil Brown, Partner, Ac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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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패널: 인프라 성장 섹터 

 

• 선두를 달리는 포스트 팬데믹 섹터 – 디지털 섹터가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섹터입니까? 

•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사회 인프라 섹터와 같은 신규 섹터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 교통 인프라 – 다시 부흥하고 있습니까? 

 
연사: John Walker, Executive Chairman, Eastpoint Partners 

           임정민, 인프라 투자 1부 부장, NH 투자증권 

           정우송, 투자금융본부 본부장, KTB 자산운용 

           정유선, Private Assets 부문장, Schroders  

 

15:30 휴회 

16:00 패널: 그린필드 투자 리스크 및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 

• 그린필드 투자 vs.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교 위험 수익 

•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시장은 어디입니까? 

• 에너지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 투자자들은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연사: Regina Chung, Vice President, CIM Group 

           김희성, 대표,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신정호, 팀장, 한국교통자산운용 

 

17:00 한국 LP 패널 

• 포스트 팬데믹 자산 배분: 한국 기관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하고자 합니까? 

• 팬데믹 이전 vs 이후 섹터별 투자 관심:여전히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 인프라 부채 vs 에쿼티 투자 전략 

모더레이터: 신윤현, Head of Investment Services, Willis Towers 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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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김동영, 기업금융팀 수석, 동양생명 

   이석원, 인프라팀 과장, 행정공제회  

   이종관, 인프라팀 팀장, 현대화재해상보험 

 

17:45 서울 칵테일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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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Investor Seoul Forum &  

Infrastructure Investor Tokyo Forum 

12 월 8 일(수요일) 온라인 개최 

일본어- 영어 영어-한국어 동시통역을 제공합니다. 

 

09:00 기조 연설 패널: 포스트 팬데믹 고수익 창출 

• 인프라에서의 승자와 패자: 펀드매니저들이 팬데믹 이후 투자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는 어디입니까? 

• 현 상황에서 위험 관리하기 – 국가 및 통화 리스크 

• 운송분야  투자 – 이제 이 섹터에 대해 재고해보아야 할 시기입니까? 

연사: Gwenola Chambon, CEO & Founding Partner, Vauban Infrastructure Partners 

           Mark Florian, Head of Global Energy & Power Infrastructure, BlackRock 
           Tom Irvine, Managing Director, Northleaf Capital Partners 
            

 

10:00 기조 연설 프레젠테이션 -글로벌 인프라 부채 -폭넓은 투자 스펙트럼  

연사: Glenn Fox, Head of Infrastructure Debt Investments, HSBC Asset Management 

           Shantini Nair, Senior Product Specialist, HSBC Asset Management 
           Alexandre Broggi, Senior Portfolio Manager, HSBC Asset Management 

 

10:30 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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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과도기에 있는 에너지와 혼란스러운 시기에 투자하기 

• 이 섹터에서 현재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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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 한국 투자자들이 그린필드 리스크를 편하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데레이터: Michael Sofer, Principal Consultant, Head of Strategy & Business Solutions, Frontier Advisors 

연사: Simon Ang, First Vice President, CIM Group      

          Isabel Chatterton, Director, IFC 
          Douglas Kimmelman, Senior Partner, ECP   

 

16:00 패널: ESG 전략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 인프라 투자와 ESG 필요를 성공적으로 일치시키기 

• 매니저들은 실제로 ESG 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저 겉치레에 불과합니까? 

• 경험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모데레이터: Tharshini Ashokan, Reporter, Infrastructure Investor 

연사: Gwen Colin, Independent Advisor, Sustainable Finance 

 Ryuichi Horie, Principal, CSR Design Green Investment and Advisory 
 Joanne Lee, Sustainable Finance Specialist, WWF 

  

17:00 패널: 일본 게이트키퍼 와 성공적으로 협업하기 

•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게이트키퍼와 화합한 모범 사례 

• 펀드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하거나 권유할 때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위험 수익에 대한 지역 투자자들의 흥미: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위험 

전략을 실제로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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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Shigefumi Kuroki, Executive Officer, Head of Planning Headquarters for Infrastructure Fund Management,  

          DBJ Asset Management 
          Toru Masuda, Head of Private Equity, Sumitomo Mitsui Trust Bank 
          Akihito Nagata, Chief Portfolio Manager, Alternative & Fund Investment, Nissay Asset Management  
          Shinji Nozu, Managing Director, Alternative Investment Capital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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