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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과  
글로벌 기회의 만남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인프라 분야의 주요 투자자를 만나는 방법 입니다.
Mark Weisdorf, Mark Weisdorf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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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밋에서 창조하는  
글로벌 인프라의 미래
행사 시작하기 6주 전에 만나볼 수 있는 무한한 투자와 네크워킹의 기회. 
지금 바로 등록하셔서 글로벌 인프라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행사 6주 전에 네트워킹 시작
업데이트된 새 콘퍼런스 어플을 다운로드 
하여 네트워킹을 미리 시작하세요. 참석자 
전체 명단을 확인하고 직접 채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와 
진행하는 1대 1 미팅
콘퍼런스 참석자는 서밋 전과 서밋 도중에 
앱을 통해 1대 1 미팅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 날 회의에서 만날 
중요 참석자에게 메일을 보내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세계적인 《Infrastructure Investor》
컨퍼런스는 주요 의사결정자들과 
네트워크하여 자산의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는 프리미엄 컨퍼런스입니다. 글로벌 
인프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에 
가입해 국내외 진출을 확대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내 LP
와 만나보기
제3회 서밋에 참석해 국내 LP 및 글로벌 
펀드 매니저, 개발업체, 전략적 파트너와 
인맥을 쌓아 보십시오. 이번 서밋은 해외 
펀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려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 LP의 통찰력 확보하기
글로벌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투자자의 투자 선호도와 펀드 매니저 선정 
전략을 다루는 네트워킹 및 패널 세션을 
통해 한국 투자자가 내부에서 바라보는 
견해를 수용하여 자금 모금 활동의 
잠재력을 높여보세요.  

인프라 업계의 주요 인맥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MiSeung Kim 

AI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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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래드 서울
제3회를 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서밋에서는 글로벌 GP, 개발업체, 투자 
및 법률전략 자문가가 지역 모범 사례에 대해 
안내하고, 참석자가 글로벌 기회를 모색하는 LP
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ABL생명보험
 » AIA생명보험
 » DB생명보험
 » DGB생명보험
 » IBK기업은행
 » KB보험
 » KDB산업은행
 » KEB 하나은행
 » MG새마을금고
 » NH농협생명
 » NH투자증권
 » SGI서울보증
 » 건설근로자공제회
 » 경찰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 국민연금공단투자운용
 » 국민은행
 » 군인공제회
 » 대한소방공제회
 » 더케이손해보험
 » 라이나생명보험

 » 롯데손해보험
 » 매트라이프코리아
 » 메리츠보험
 » 미래에셋생명보험
 » 삼성증권
 » 삼성화재해상보험
 » 스미토모미쓰이DS자산운용
 » 신한생명보험
 » 신한은행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 오머스
 » 우정사업본부
 » 이지스자산운용
 » 한국교직원공제회
 » 한국투자공사
 » 한화생명보험
 » 행정공제회
 » 현대해상화재보험
 » 흥국화재해상보험
와 기타 다수

매년 방문하는 참석자를 만나보십시오.

네트워킹을 하고 훌륭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
SoJeong Ahn 

Industrial Bank of Korea

Seoul Summit
2020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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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인프라 커뮤니티를 만나보기

참가대상

infrastructureinvestor.com/seoul | #iiSeoul

지역별 참석자

58%

14%

22%

6%

한국

아시아 태평양
(한국 제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미국

직급별 참석자

47%

35%

14%

4%

최고경영자 최고
투자챙임자 최고
임원 디렉터

팀장 부장 차장

컨설턴트

기타

투자자
《Infrastructure Investor》
에서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무한한 글로벌 투자 기회를 얻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수익을 
향상시키세요.

펀드 매니저
인프라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만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 지식을 
공유해보세요. 한국의 주요 LP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서비스 제공자
업무를 발전시키고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과 서비스를 300여명 
인프라 의사 결정자에게 보여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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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밋의 주요 연사

Scott Lawrence
Partner
Glennmont Partners 

Jinho Lee
Head of Global Real Assets, 
Postal Insurance
Korea Post

Jason Hyunjae Kim
Head of Infrastructure Team 2
Samsung Fire and Marine 
Insurance

Tony Clamp
Deputy Director 
Private Sector Facility
Green Climate Fund

Helge Rau
Head of M&A
wpd AG

Jingjing Bai
Advisor
Bfinance

업계 최고의 참석자와 체계적인 어젠다를 갖춘 훌륭한 행사입니다.
Ryosuke Okazaki, Mitsubishi Corporation Asset Management

주요 대화 주제

한국에서 LP와 함께 
성공적으로 신규 인프라 
투자 기금 및 모금 활동을 

하는 방법 

최고의 인프라 대출 전략 
선택

동북아시아 자본의 투입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디지털 인프라 투자 한국 인프라 마켓의 기회를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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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 서밋에 참가하세요. 
 ‘Infrastructure Investor Seoul’ 을 검색하거나 
infrastructureinvestor.com/seoul 에 접속 하십시오

문의
프로그램의관련 문의 
Andrew Wolff 
andrew.w@peimedia.com

스폰서십의 관련 문의 
스폰서십 팀 
asiasponsorship@peimedia.com

등록의 관련 문의 
고객센터 
asiaevents@peimedia.com

대표 스폰서 아시아 시리즈 스폰서

리드 스폰서

미디어 파트너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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