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콘래드 호텔, 3층

Time hour Topic Speaker Name Job Title

8:00 - 9:00 60

9:00 - 9:05 5 <환영사> 한국경제신문 김기웅 사장

9:05 - 9:10 5 <투자자 기조연설> 한국투자공사 최희남 사장

9:10 - 9:25 15 <운용사 기조연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통찰 서버러스 댄 퀘일 회장, 미 전 부통령

9:25 - 9:40 15 <운용사 기조연설> 사모주식 동향 및 포트폴리오 구성 판테온 폴 워드 사장

9:40 - 9:45 5 <ASK 2019 소개> 한국경제신문 이광 사무국장

9:45 - 10:05 20 미드마켓 사모부채 누빈 진 플레쉬해커 전무

10:05 - 10:25 20 무수익여신(NPL):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딧 시장에서의 기회 쇼어베스트 캐피탈 파트너스 벤자민 팽거 대표

10:25 - 10:45 20 유럽 사모부채 시장 기회 M&G 인베스트먼트 제롬 헨리온 이사

10:45 - 11:10 25

11:10 - 11:20 10 미국 사모부채 시장 기회 서버러스 키스 리드 전무

11:20 - 11:40 20 유럽 벤처 캐피탈 - 투자자에게 수익 전달 유러피안 인베스트먼트 펀드 브욘 트레메리 헤드, 투자부문

11:40 - 12:00 20
오퍼튜니스틱 기업 투자: 경기순환 주기에 따라 투자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핌코 넬슨 유안 전무, 대체전략

12:00 - 12:10 10 메자닌 - 부채 포트폴리오에서의 알파 골드포인트 파트너스 마이클 코 상무

12:10 - 12:25 15 사모부채 시장에서의 가치 발견 MV 크레딧 레미 그레쉬 전무

12:25 - 13:25 60

13:25 - 13:45 20 에너지 전환 사모주식 투자 티케하우 캐피탈 피에르 아바디에 전무

13:45 - 14:00 15 벤처 캐피탈 현황 : 벤처 캐피탈의 현재 추진력 애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트 커스틴 모린
Co-Head of Global Venture

Capital

14:00 - 14:15 15 미드마켓 투자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법
사이트웨이 캐피탈,

투시그마 컴퍼니
수잔 소 전략부문 헤드

현대해상화재 전경철 부장

KB손해보험 정재훈 팀장

공무원연금 서원철 부장

과학기술인공제회 황치연 실장

14:55 - 15:15 20

쇼어베스트 캐피탈 파트너스 벤자민 팽거 부사장

애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트 커스틴 모린
Co-Head of Global Venture

Capital

디어패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타스 하산 파트너, 투자 헤드

핑안 차이나 에셋 매니지먼트 니콜라스 능 전무

15:55 - 16:10 15 사모 크레딧 - 이행의 중요성 스탭스톤 그룹 LP
한스요르그 바우

만
회장

16:10 - 16:25 15 세컨더리 시장 진화와 기회 해밀턴레인 안성지 한국지점 대표

16:25 - 16:45 20

16:45 - 17:00 15 이머징 시장의 금융서비스 - 왜 지금인가? 액티스 맥스 린 파트너-사모주식

17:00 - 17:15 15 사모시장에서 어떻게 초과달성(outperform) 할 것인가? 파트너스 그룹 시릴 위플라이 파트너

사학연금 박대양 단장

지방행정공제회 장동헌 부이사장

군인공제회 권기상 본부장

18:00 -

* 본 프로그램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십시요.

15:15 - 15:55 40
운용사 패널세션
사회자 : 알본 파트너스 - 이서경 이사

17:15

네트워킹 커피 브레이크

* VIP 칵테일 리셉션 (초청자에 한함)

- 17:45 30
투자자 패널 세션 2
사회자 :한국경제신문 - 이광 사무국장

네트워킹 커피 브레이크

40

ASK 2019 사모대출 & 사모주식 (5월 15일)

오 찬

네트워킹 커피 브레이크

14:55-
투자자 패널세션 1
사회자 : 스텝스톤그룹 - 김무신 대표

14:15

등록 및 티타임



여의도 콘래드 호텔, 5층

Time hour Topic Speaker Name Job Title

8:00 - 9:00 60 등록 및 티타임

9:00 - 9:10 5 < 투자자 기조연설 > 한국투자공사 강신우 부사장 (CIO)

9:10 - 9:20 10 < 운용사 기조연설 > 헤지펀드 투자의 진화 - 공동투자 엔트러스트 글로벌 소피아 파크 뮬렌 공동 CIO

9:20 - 9:25 5 <ASK 2019 소개> 한국경제신문 이광 사무국장

9:25 - 9:45 20 보험연계증권 (ILS): 최근 폭풍우 시장 돌아봄 ILS 어드바이저스 스테판 크라우치 CEO

9:45 - 10:00 15 전통적인 헤지펀드 투자에 대한 도전적 전략의 장점 스텝스톤 그룹 LP 한스요르그 바우만 회장

10:00 - 10:20 20 손해 및 생명 투자 업데이트 리덴홀 캐피탈 파트너스 로렌조 볼피 전무

10:20 - 10:40 20 시장 사이클을 통한 탐색 : 멀티에셋 전략가의 시각 웰링턴 매니지먼트 수닐 카파디아 멀티에셋 전략가

10:40 - 11:00 25

11:00 - 11:15 15 중국에 정량적 투자 윈튼 민 양 중화권 CEO

11:15 - 11:30 15
신종자본채권(CoCos) 투자를 통한 자별화된 수익률과 수익 기

회
메리안 글로벌 인베스터스 그룹 로이드 해리스 포트폴리오 매니저

11:30 - 11:45 15
구조화 크레딧 - 왜 자산 클래스가 쓰루-사이클 배분이 되었는

가
이스트 로지 캐피탈 LLP 알리스테어 럼스든 대표이사

11:45 - 12:00 15
글로벌 기회(opportunistic) 크레딧 투자 - 사이클에서 수익 창

출
Oz 매니지먼트 매튜 클라벨 전무

12:00 - 12:15 15
주식과 채권 그 이상을 바라볼때 - 상장된 대체자산을 멀티에셋

포트폴리오에 포함
애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트 동예 장

Investment Director &

Senior Investment

Specialist

12:15 - 12:30 15 멀티에셋 장점 대 현재 사이클 후반 환경에서의 Siloed 접근법 러셀 인베스트먼트 데이비드 비커스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12:30 - 13:30 60

13:30 - 13:50 20
과거와 미래보기 : 액티브, 멀티에셋 접근법을 활용하여 어려운

투자 환경을 어떻게 개척해 갈 것인가

베일리 지포드 오버시스 리미티

드
베리 템플튼 멀티에셋 전략가

13:50 - 14:05 15 헤지펀드 포트폴리오 구축 - 핵심 이슈 GCM 그로브너 브래드 메이어스 전무

D. E. 쇼우 그룹 캐빈 패트릭 아시아 헤드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조나선 숑 아시아 공통대표

블랙록 얼터너티브 어드바이져스 알버트 매트리오티 전무

투시그마 후안 탄 기관영업 헤드

14:45 - 15:05 20

15:05 - 15:20 15 멀티에셋, 새로운 밸런스? 퍼스트 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에프코 밴 더 래드 멀티에셋 솔루션 헤드

15:20 - 15:35 15 글로벌 환경 변화를 위한 멀티에셋 솔루션 어메리칸 센츄리 인베스트먼트 비드야 라자파 포트포리오 매니저

15:35 - 15:50 15 사모주식에서 알파 추구 서버러스 스캇 윌 전무

우정사업본부(예금) 홍명환 사무관

과학기술인공제회 신창헌 팀장

교보생명 감민상 과장

한국씨티은행 서진희 WM 상품부장

16:20 - 16:40 20

16:40 - 16:55 15 ESG 통합으로 가치 추가 로베코 아넛 반 레인 CIO, 아시아 테평양 지역

16:55 - 17:15 20 ESG 투자: 점차 투자의 주류로 핌코
올리비아 알브레히

트
전무

17:15 - 17:30 15 지속가능성 글로벌 투자 동향과 최신 이슈 모닝스타 정승혜 이사

핌코 장동헌 전무

어메리칸 센츄리 인베스트먼트 기욤 마스코토 ESG Stewardship 헤드

로베코 아넛 반 레인 아시아투자본부장

모닝스타 정승혜 이사

18:10 -

* 본 프로그램은사전예고없이변경될수있음을양지해주십시요.

네트워킹 커피 브레이크

오 찬

네트워킹 커피 브레이크

네트워킹 커피 브레이크

칵테일 리셉션 (까나페, 와인 제공)

ASK 2019 헤지펀드 & 멀티에셋 (5월 16일)

17:30 - 18:10 40
운용사 패널 세션 2

사회자 :공무원 연금 - 오영수 팀장

14:05 - 14:45 40
운용사 패널 세션 1

사회자 :씨티 - 캐롤 탱 상무

15:50 - 16:20 30
투자자 패널세션

사회자 : 머서 - 오은정 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