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6일 (목) |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한국 자본과 인프라의 만남 



6월 16일에 열리는 Infrastructure Investor Seoul Forum을 통해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기관투자자 및 글로벌 펀드매니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 유치 
전략을 세워보세요. 또한 한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처, 전략, 그리고 산업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oul Forum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관 투자자 모임인 Japan Korea Week의 일환입니다. 6월 16일에 열리는 Seoul 
Forum과 6월 14일에 열리는 Tokyo Forum에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자 및 글로벌 매니저들과 네트워킹을 통하여 귀하의 
펀드레이징 찬스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infrastructureinvestor.com/japankoreaweek에서 확인가능합니다.

Infrastructure Investor Japan Korea Week



더 많은 투자자들과의 만남
LP와 GP의 비율이1:1인 Seoul Forum은 한국과 일본의 
투자자들에게서 펀드레이징을 하시려면 꼭 참석하셔야 하는 
행사입니다 .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투자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가해보세요 .

리더들의 인사이트
업계 리더들과 함께 진행하는 세션을 통해 최신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기회를 알아보고 투자 전략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세요 . 

새로운 기회
정교한 플랫폼의 도움으로 원하는 투자자와 네트워킹의 기회를 찾기가 
쉬워집니다 . 다른 참가자들과 1 대 1  미팅을 계획하고 직접 메시지를 
보내어 , 행사 전부터 그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올해의 하이라이트



저희의 글로벌 기관투자자 네트워크에 참여하세요
 » ABL Life Insurance
 » AIA Life Insurance
 » Antin Infrastructure 

Partners
 » Carlyle Group
 » DB Insurance
 » DGB Life Insurance
 » Glennmont Partners
 » Green Transition 

Partners
 » Hana Life Insurance
 » Hanwha General 

Insurance
 » Hanwha Life 

Insurance
 » Heungkuk Insurance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 KB Insurance
 » KIC
 » Korea Federation of 

SMEs
 » Korea Fire Officials 

Credit Union
 » Korea Post
 »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 KTCU
 » Kyobo life Insurance
 » Meritz Fire & Marine
 »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 Mira Asset Life 

Insurance 

 »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 NH Life Insurance
 » Northleaf Capital 

Partners
 » NPS
 » POBA
 » Prudential Life 

insurance
 »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 Samsung Life 

Insurance
 » SEMA
 » Shinhan Life 

Insurance
 » The Police Mutual Aid 

Association

미팅일정 계획하기
Seoul Forum 행사 플랫폼의 ʻ만나고 
싶은 사람 목록’(Want to meet list)
을 활용해 여러분이 교류하고 싶은 사람의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행사전후에도 미팅을 
계획하세요.

나에게 맞는 투자자 
찾기

행사 플랫폼을 활용하여 참석자들을 관심 
분야, 투자 지역, 투자 전략 등으로 사전에 
검색을 하여 많은 적합 인물들과 교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위한 관계맺기

포럼 마지막에 있을 칵테일 연회에서 
참석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기회를 
창출해 보세요.

모든 세션은 코로나19, 디지털화 , COP26 등으로 인해 투자 환경
과 투자 활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해하
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후지야마 이쿠야 , Sojitz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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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세션

Stonepeak Infrastructure의 Brad Kim MD님과 함께 하는 키노트 프레젠테이션

한국 보험업계의 부채 전략
• 투자자들의 인프라 채권을 향한 관심 및 투자촉진 요인
• 펜데믹 이후로 인프라 채권이 얼마나 원상복귀 된 것으로 보입니까?
• 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ESG고려사항

어지루,ABL 생명,팀장
Scott Lawrence, Glennmont 파트너

임정민, NH Investment & Securities,인프라 투자 1부 부장

키노트 패널: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 전략
• 최고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지닌 섹터와 전략은 무엇입니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강화해야 할까요?

• 기후 변화와 같은 위험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 에너지 전환 2.0 - 태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너머의 투자

Tharshini Ashokan, Infrastructure Investor 기자
정유선, Schroders Private Assets 부문장

후지와라 아야카, Green Climate Fund 기후 투자 전문가
Andreas Huber, EQT APAC 부위원장

Steven Pugh, Federated Hermes 파트너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사
• 커밍글드 펀드 (Commingled funds) vs  공동 투자(Co-investments)에 대한 선호도 이해하기
• 투자자들이 GP의 스타일 드리프트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까?
• 한국 투자자들은 벨류애드(Value-add) 투자 전략을 확대하는 추세입니까?

 이종관, 현대해상, 인프라팀장
이석원, POBA, 과장
김동영, 동양생명, 수석

신윤현 대표, Willis Towers 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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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의 선도적인 인프라 
행사에 참여하세요
Seoul Forum은 Infrastructure Investor Global Passport 
멤버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이 멤버십은 글로벌 투자자, 펀드 및 
자산운영사, 개발자, 전략적 파트너 등으로 구성된 매우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 입니다. 

등록 방법
인프라 글로벌 리더들의 네트워크인 Global Passport 멤버십에 
등록하여 Seoul Forum에 참석해 보세요. 또한 APAC 지역에 포커스를 
둔 Regional Passport 멤버십으로도 Japan Korea Week 행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infrastructureinvestor.com/iigp에서 더 알아보세요.

기관투자자를 위한 무료패스
적합한 기관투자자라면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기업당 최대 2인). 
신청하시려면 채정우(elliott.chae@peimedia.com)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infrastructureinvestor.com/japankoreaweek 
   asiaevents@peimedia.com
   +852 2153 3240
   #IIJapanKoreaWeek 

핵심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멋진 

기회였습니다.
하쓰카이와 슈지 

Schroders 

PEI Media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 관행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의 10개 원칙을 전략과 운영에 도입하고 있으며,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모든 형태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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