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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E Global Investor Forum: Seoul 

2022년 9월 15일 |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및 가상 방식 

 

예비 어젠다 

 
 

제 8회 연례 PERE Global Investor Forum: Seoul에서 네트워크를 넓히시고, 가장 

부동산 투자가 활발한 한국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하세요. 업계 최고의 토론과 더 

나은 네트워킹을 위해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권자들과 투자자들이 한데 모이게 

됩니다. 

 

가장 큰 규모의 국내 투자자, 글로벌 펀드 및 자산 매니저와 전략적 투자 파트너가 

한데 모인 가운데,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는 해외 투자 약정의 방향성을 

결정하세요. 

 
 

리드 스폰서 

 

 
 
 

스폰서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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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연사자 목록 

 

• Song-Ah Lee, Director, Kyobo AXA IM 

• Jiroo Eoh, Team Head – Infrastructure and Real Assets Investments, ABL Life 

• Guy-Young Lamé, Head of Research and Strategy, Ivanhoe Cambridge 

• Laurent Jacquemin, Head of Asia Pacific, Real Assets, AXA IM 

• Seungki Jeong, Manager, DGB Life Insurance 

• Jeehee Moon, Asia Representative, GRESB 

• Chris Nunn, Head of Platform Operations & ESG Investing – Real Estate, AMP Capital 

• Doyle Kim, Managing Director of Real Estate Investment Finance, Hana Financial 
Investment 

• Sean Egan, Founding Partner and President, Egan Jones Ratings Company 

• Chungha Cha, Co-Founder and Chair, Reimagining Cities Foundation 

• Kyung Paik, Exclusive Distributor, Korea, Shelter Rock Capital 

• Sorim Jie, Director, Cushman and Wakefield 

• Jayme Han, Senior Director – Capital Markets, JLL 

• JoAnn Jieun Hong, Director, Research and Consultancy, Savills 

• Andy Lee, Executive Vice President, Daol Asset Management 

• Joon Park, CIO, Vestas Investment Management 

• Andrew Shin, Head of Investments Korea, Willis Towers Watson 

• WanSun Park, Deputy General Manager, Fubon Life Insurance 

• Ayaka Fujiwara, Climate Investment Specialist, Green Climate Fund 

• Dong Hun Jang, Senior Advisor, Yulchon 
 

0800 확정된 연사자 목록 

 

0845 PEI  환영사 및 개회사  

 

0900 기조 연설 토론: 부동산 투자의 미래 

•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향후 5년 뒤는 어떠한 모습일 지?  

•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한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 자산과 섹터들 

• ESG 어젠다에 대해 북미 및 유럽 투자자들과 논의하기 

 

0950 기조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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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네트워킹 다과 휴식 

 

1050 토론: 서구 지역 - 유럽과 미국 시장에 자본 약정하기 

•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투자 동향과 기회 

•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위험대비 수익률 찾기 

•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투자자심리에 영향을 주는 지? 

 

1135 토론: ESG와 지속가능한 투자의 글로벌 트렌드 

• 투자자와 매니저를 위한 ESG와 지속가능한 투자의 중요성 

• 타겟 설정, 성과 측정, 벤치마킹 및 정보 투명성을 개선하는 방법 

• 녹색 건물의 탈바꿈 및 ESG 지침의 영향 

 

1220 네트워킹 점심 식사 

 

1340 투자자 토론: 한국 투자자와 협력하기 

• 판드 투자 및 직접/공동 투자 – 한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구조는? 

• 기관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 분산 투자 효과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사항은? 

• 국내 및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자본 약정 시 고려할 요인들 

 

1430 프리젠테이션:  

 

1500 네트워킹 다과 휴식 

 

1530 토론: 부동산 대출 투자 기회 

• 보험사들의 부동산 대출 투자 전략 

• 다른 지역 대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동산 투자 기회 평가하기 

• 부동산 대출 투자 포트폴리오 내 ESG 관련 계획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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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토론: 자산 매니저와 일하기 

• 국내 및 글로벌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본 흐름의 동향은? 

• 이자율 상승이 부동산 투자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 부동산 코어 전략 이외의 투자 –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만한 주요 대체 부동산 

섹터 

 

1700 네트워킹 칵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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