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프로그램_사모/헤지펀드 
2020.10.28  

콘래드서울, 그랜드볼룸 1 

시간 주제 발표사 

8:30 - 9:00 30 등  록 

9:00 - 9:05 5 <환영사> 한국경제신문 

9:05   9:10 5 <투자자 기조연설> 국민연금공단 

9:10 - 9:15 5 <투자자 기조연설> 한국투자공사 

9:15 - 9:25 10 <기조연설>  영국 투자 전망 주한영국대사관 

9:25 - 9:30 5 ASK 2020 소개  한국경제신문 

9:30 - 9:50 20 아시아 시장의 사모자본의 직접대출 현황 아레스 SSG 매니지먼트 

9:50 - 10:10 20 「직접대출 ∙ 기회포착형」전략부문 부실여신 회피 방안 
크레스트라인 

인베스트먼트 

10:10 - 10:20 10 회사채 시장의 투자기회 핌코 

10:20 - 10:35 15 투자 포지션: 공격적 투자전략 vs 보수적 투자전략 스텝스톤 그룹 

10:35 - 10:50 15 코로나 19後 유럽 사모자본시장의 변화 티케하우 캐피탈 

10:50 - 11:10 20 네트워킹 커피 브레이크 

11:10 - 11:40 30 
<CIO 대체투자 패널세션> 

사회: 윌리스 타워스 왓슨 

지방행정공제회 

사학연금 

새마을금고중앙회 

과학기술인공제회 

11:40 - 11:55 15 공동투자 전략의 매력 해밀턴레인 

11:55 - 12:10 15 호주 사모사채 시장 IFM 인베스터스 

12:10 - 12:25 15 코로나 19後 유럽 사모자본시장의 변화 파크스퀘어 캐피탈 

12:25 - 13:15 50 오  찬 

13:15 - 13:30 15 유럽 「중소 ∙ 중견기업」 바이아웃 전략 에이팩스 파트너스 

13:30 - 13:50 20 對사모운용사(GP) 지분투자 전략에 대하여 누버거 버먼 

13:50 - 14:05 15 미국 중견기업 사모사채 투자 누빈 

14:05 - 14:20 15 코로나 19發 혼돈 속의 투자기회 오크트리 캐피탈 

14:20 - 14:30 10 북유럽 신용시장 순환주기에 따른 직접대출전략 콜댓 캐피탈 파트너스 

14:30 - 14:50 20 네트워킹 커피 브레이크 

14:50 - 15:05 15 헤지펀드 업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전망 및 투자기회 웰링턴 매니지먼트 

15:05 - 15:20 15 

특정자산이 아닌,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투자전략 전개   

코로나 19後 거시경제 여건을 기반으로 한 투자전략 

애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트 

15:20 - 15:50 30 
<헤지펀드 패널세션> 

사회: 미래에셋대우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우정사업본부(예금) 

공무원연금 



 2020.10.28      

요약 프로그램 부동산/인프라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 2 

시간 주제 발표사 

8:30 - 9:00 30 등 록  

9:00 - 9:05 5 <환영사> 한국경제신문 

9:05   9:10 5 <투자자 기조연설> 국민연금공단 

9:10 - 9:15 5 <투자자 기조연설> 한국투자공사 

9:15 - 9:25 10 <기조연설>  영국 투자 전망 주한영국대사관 

9:25 - 9:30 5 ASK 2020 소개  한국경제신문 

9:30 - 9:50 20 미국內 멀티패밀리(공동주택 )자산과 그 투자기회에 대하여 LTL 인베스트먼트 

9:50 - 10:05 15 중견규모 인프라 자산에 대한 정의 및 투자매력에 대하여 피에라 캐피탈 

10:05 - 10:20 15 민관협력(PPP) 인프라자산 글로벌 운용현황 및 전망 
에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트 

10:20 - 10:35 15 미국 인프라자산 대출시장 현황 및 전망 IFM 인베스터스 

10:35 - 10:50 15 영국 부동산 대출시장과 투자적기에 대하여 누빈 

10:50 - 11:10 20 네트워킹 커피 브레이크 

11:10 - 11:40 30 
<인프라 패널세션> 

사회: 맥쿼리자산운용 

우정사업본부(예금) 

사학연금 

롯데손해보험 

ABL 생명 

11:40 - 11:55 15 중소•중견규모 인프라 자산 투자 : 개발형 투자 플랫폼 
퍼스트 센티어 

인베스터스 

11:55   12:15 20 신재생 에너지시장 동향 및 건전성을 확보한 투자방안 아레스 매니지먼트 

12:15 - 12:30 15 (TBD) 콜로니 캐피탈 

12:30 - 13:20 50 오  찬 

13:20   13:30 10 조립식 주택 투자 크로우홀딩스 캐피탈 

13:30 - 13:50 20 녹색금융과 영국 인프라 투자 기회 주한영국대사관 

13:50 - 14:05 15 공동투자전략의 매력 해밀턴레인 

14:05   14:20 15 지속 가능한 인프라 투자 전략에 대하여 맥쿼리자산운용 (MIRA) 

14:20 - 14:30 10 
코로나 19發 부동산시장의 격변과 투자기회 그리고 

새로운(非전통적) 형태의 상업용 부동산 대주의 등장 
핌코 

14:30   14:45 15 전례없는 부동산 시장 현황 피에라 캐피탈 

14:45 -     커피 네트워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