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08.15 등록 

08.30 아침 브리핑 
케이프타운협약에 대한 이해와 항공기 반환 메커니즘 

09.15 기조연설: 시장 역풍의 분석 
•항공금융시장이 하락세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
•경기하강국면에서의 투자방법과 방어전략은 무엇인가?
•과거 경제순환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Ed Hansom, CIO, Sirius Aviation

09.45 게임 쇼: 한국 항공금융 시장의 미래에 대한 논의
Carter White, Head of Trading, ACG
Radha Tilton, Managing Director, Goldman Sachs
Vinodh Srinivasan, Managing Director, Mizuho Securities
Cian Dooley, Founding Partner, Airborne Capital
Sean Cleghorn, CEO, Magi

10.30 네트워킹 휴식

11.00 수익률 요건의 합리화 및 타 자산군 대비 
항공 벤치마킹 
•다른 자산군들에 비해 항공의 성과는 어떠한가? 
• 상업 항공 자본구조 전반의 수익률 분석. 
Radha Tilton, Managing Director, Goldman Sachs

11.30 스왑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구조화 및 
투자 솔루션 
퇴역항공기에 대한 투자: 투자자의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 항공에서 유로화 및 엔화 표시 대출 등의 대체 
통화를 활용하기.
•최상의 헤징 및 스왑 전략은 무엇이며 이들은 여전히 
건실한 수익률을 보장하는가? 
Vinodh Srinivasan, Managing Director, Mizuho 
Securities

11.00 투자자 발표: 한국 투자자 전략의 이해 
이 세션은 두 개의 미니 투자상품 홍보 발표로 
시작됩니다. 이후 저희 투자자 패널이 가장 설득력 
있는 제안을 투표로 선정하고 그 투자전략을 
논의합니다.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거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수익률 요건은 무엇인가?
Jo Jaehoon, Head Structured Finance, Heungkuk 
Asset Management

11.45 그룹 활동
참가자들이 소 그룹으로 나뉘어 여러 질문에 대한 실행 
가능한 답안을 찾는 활동을 합니다.

대화에 기반한 문제해결 세션들로서 경력이 많은 시장 
종사자들에게 적합합니다.

광역 시장 트랙
데이터, 사례연구 그리고 발표 등을 활용한 세미나 
스타일의 세션들로서 투자자들이 수익률 목표를 
충족시키는 투자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투자자 마스터클래스



12.15 점심

13.45 포트폴리오 거래와 에쿼티에 대한 투자 
•e-노트 투자에 대한 이해 
•항공기의 에쿼티투자 위험/보상 프로파일은 
무엇인가? 
•단일 항공기 투자에 비해 포트폴리오 
트레이드오프의 장점은 무엇인가? 
Carter White, Head of Trading, ACG
Vinodh Srinivasan, Managing Director, Mizuho 
Securities

14.15 리스 사업 출범 방법 및 효과적인 운용 
전략 
Ali Ben Lmadani, CEO, ABL Aviation

14.45 사례 연구: 광동체 항공기 리마케팅
• 광동체 항공기의 유동성은?
• 다른 국가들에서 777-300ER을 리마케팅한  
     사례에서 얻은 교훈.
• 유럽 내A380 사례연구

15.15 네트워킹 휴식 

잔존가치 추정에 대한 집중조명: 과거 거래들과 항공기 
투자들 중 문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변동성은 
어디에 있는가?  
Eddy Pieniazek, Head of Advisory, Ishka

16.15 항공기 투자: 현금흐름 투자대상으로서의 
항공기
• 정비 주기의 이해 및 정비충당금으로부터의         
    가치창출. 
Patrick Den Elzen, Managing Director, Arena 
Aviation Capital

17.30 회의 종료

리스와 항공금융의 허브로 성장하는 한국

12.15 점심

14.15 그룹 활동  
한국 대출 및 에쿼티 시장의 잠재적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 투자자 요구에 맞게 어떤 새로운 항공 금융 
상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까?    

15.15 네트워킹 휴식 

15.45 거래성사구역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로서 비즈니스 회의장소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