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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vestors,  
global opportunities
한국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기회

7 November
The Westin Chosun

Seoul Forum
2019

Save up to 
US$800 

before 14 August!
8월 14일까지만의

US$800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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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annual PDI Seoul Forum returns on  
7 November, creating unrivalled opportunities 
to align your fund strategies with the investment 
preferences of more than 100 Korean LPs.

As Korean LPs are increasingly at the forefront of 
investment to global debt opportunities, Private 
Debt Investor’s standing as the most trusted debt 
publication globally will allow the forum to provide 
insight into, and networking with, Korea’s largest 
investors.

Join the 200+ strong audience of your global peers 
and Korean LPs shaping global capital flows, at a 
GP:LP ratio of 2:3 and strengthen your fundraising 
prospects.

제2회 PDI 서울 포럼이 11월 7일에 개최됩니다. 100여 명의 국내 
LP들과 국외투자자가 공유하는 투자 선호도에 따라 펀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현재 한국 LP들은 글로벌 대출 투자의 선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뢰 받는 대출 전문지인, Private 
Debt Investor(PDI)가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한국의 규모가 큰 
투자자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글로벌 자본 흐름을 결정하는 
200여 명의 한국 LP와 글로벌 동료들과 만나 투자효율을 높이기에 
좋은 기회를 찹아보세요. (GP, LP의 2:3 비율 구성)

1 Strategies for successful fundraising in Korea: 
What can Korean LPs invest into internationally? 
한국에서 성공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전략: 한국 LP들이 해외 
투자 시 따라야 할 규칙

2 Understanding different fund structures and hot 
strategies in focus 
다양한 펀드 구조와 주요 전략 이해하기

3 Mid-market direct lending
미드 마켓 다이렉트렌딩

4 Developed market focus: US, Europe and 
Australia - where to find value in private credit? 
선진 시장 집중 탐구: 미국, 유럽 및 호주 - 사모 대출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5 Investor appetite for infrastructure and real 
estate debt 
투자자들의 인프라 및 부동산 대출 선호도

6 Distress and NPL exit strategies that meet return 
expectations: What are the available options?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는 부실 채권 및 NPL 출구 전략: 어떤 
옵션이 있는가?

Discussion themes at  
the conference 
컨퍼런스 주요 논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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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ttend the Seoul Forum? 
서울 포럼에 왜 참가해야 하나요?

7+ hours Networking with 
new application launched 

7+시간 동안의 네트워킹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출시

Utilising our brand new networking 
app, create new connections with 

your global peers and regional 
institutional investors. Networking 

features include cocktail session for 
relationship building, to connect 

with likeminded practitioners, and 
contactable attendee list through 

the app prior to event day.

새롭게 출시된 앱의 기능을 활용해 전세계의 
동료들과 지역 기관 투자자를 만나 인맥을 

형성하세요.

칵테일 세션과 투자 대상이 유사한 리더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전략적 대화 기회. 앱을 통한 
사전에 참가자 목록 확인 및 연락을 통해 
네트워킹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Network with the Korean 
investors making moves in 

private debt 
사모대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과 네트워킹
With many of Korea’s behemoth LPs 

making allocations to debt funds 
around the world, or seeking RFPs 

for managers, there has never been 
a better time to be on the ground 

meeting the investors.

한국의 많은 거대 LP들이 전 세계의 
사모대출 펀드에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적절한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 펀드 
매니저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자들을 만날 최적의 시기입니다.

Join the most informed 
global private debt 

community 
글로벌 사모대출 전문 커뮤니티에 

합류하기
In the second edition, the Seoul 

Forum continues to foster private 
credit market development by 

providing in-depth insights and 
reporting, along with convening 

the market's most senior decision-
makers to direct global capital 

flows.

제2회 서울 포럼에는 업계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한 데 모여 보고서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사모대출 시장 발전에 지속 

일조할 예정입니다.

Don’t miss the 
opportunities as Korean 

LPs expand their 
investment scope 

한국 LP들이 투자 영역을 넓히고 
있는 절호의 기회

Find out where Korean investors 
seek opportunities outside of 
traditional debt markets as the 

interest rate environment shifts and 
the asset class matures.

포럼에 참여하셔서 현재 한국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대출 시장 이외의 어디에서 기회를 
찾고있는지, 금리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자산 클래스는 어떻게 성숙해가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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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d speakers 
주요 연사

Tom Connolly 
Chief Investment Officer and Head of the Global 
Private Credit Group in Goldman Sachs’ Merchant 
Banking Division 
Goldman Sachs Group

David Forbes-Nixon 
Chairman and CEO 
Alcentra

Dr. Gabriella Kindert 
Expert in Alternative Lending and Private Debt, 
Supervisory Board Member 
Mizuho Europe

BK Cheon 
Chief Investment Officer 
DGB Life Insurance

Michael Patterson 
Governing Partner and Portfolio Manager of Direct 
Lending 
HPS Investment Partners

Jung Yong Yang 
Head of Asset Management Department 
Meritz Fire & Marine Insurance

Founding members gave us insightful sharing and perspectives from regional LP are inspiring. 
창립 멤버들이 공유해준 통찰력 있는 정보를 듣고, 현지 LP들의 시각을 통해 영감을 얻은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Juno, Hee Kyoung Yoon, Schroders



Last year’s investor attendees include: 
지난해 투자자 참석자 명단
 » ABL Life Insurance
 »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 DB Insurance
 » Dongbu Insurance
 »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 Hana Asset Management
 »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 KB Life Insurance
 » Korea Fire Officials Credit 

Union
 »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 Korea Scientists & Engineers 

Mutual-aid Association
 »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 KTB Asset Management
 » Lotte Insurance

 » Meritz Fire & Marine Insurance
 » MG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 Mirae Asset Life Insurance
 »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 Orange Life Insurance

 » Public Officials Benefit 
Association (POBA)

 » Samsung Life Insurance
 » Shinhan Investment
 » The Korean Teachers’ Credit 

Union
 » Tong Yang Life Insurance
 » Willis Towers Watson

and more...

Co-sponsors 공동 스폰서 Sponsor 스폰서

Cocktail sponsor 칵테일 스폰서 Luncheon sponsor 오찬 스폰서 Lead sponsors 주요 스폰서

Secure your place today 
to connect with Korea’s 
most influential LPs
지금 바로 예약해서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LP와 만나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You may check more info online at www.privatedebtinvestor.com/seoul or contact us at 
asiaevents@peimedia.com for pricing enquiries.

티켓 종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privatedebtinvestor.com/seoul에 방문하시거나  
asiaevents@peimedia.com로 문의하세요.

Packages 
패키지/구분

Advanced price 
사전 예약 요금 

(until 14 August 2019) 
（2019년 8월 14일까지）

Full price 
일반 요금

General Delegate 
일반 참석자 US$2,295 US$3,095

Service Providers 
서비스 제공업체 N/A US$3,095



Contact 문의
Program enquiries 
프로그램 정보 문의 
Ms. Niann Lai 
 +852 2153 3243 
 niann.l@peimedia.com

Sponsorship enquiries 
스폰서 관련 문의 
Sponsorship Team 스폰서십 팀 
 +852 2153 3846 
 asiasponsorship@peimedia.com

Registration enquiries 
등록 관련 문의 
Customer Services 고객 서비스 
 +852 2153 3844
 asiaevents@peimedia.com

5 November 
Shangri-La Hotel

Join the Tokyo Forum and maximise your time in Asia 
Join us in both Tokyo and Seoul to meet more than 200 influential Japanese and Korean LPs to 
turbocharge your fundraising in Asia.

www.privatedebtinvestor.com/pdiasiaseries

Tokyo Forum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