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파트너
변호사 (한국/ 미국 뉴욕주)

이석현 변호사는
KCL의 기업법무 그룹 파트너 변호사이며, M&A합작투자도산 및 구조조정 등
기업법무, 담합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업무, 국제거래 및 분쟁 해결 업무,
신재생에너지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수료)을 마쳤고, 미국
T. 02. 721. 4244

뉴욕의 Columbia Law School에서 LL.M. 과정을 마쳤습니다. 한국 변호사 및

F. 02. 723. 6606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걸타임즈에서 여러 차례 올해의

M. 010. 8928. 0764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E. shrhee@kcllaw.com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우등 (1998)
업무분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2005)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 수료 (2012)

M&A
기업구조조정/도산
공정거래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LL.M.)
경력

국제거래 및 분쟁

사법연수원 32기 (2001-2003)

기업 소송 및 중재

법무관 (2003-2006)

신재생에너지

자격
대한민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언어
한국어
영어

법무법인 KCL (2006-)
법무법인 KCL 파트너 (2015-)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저감사업 IPE T/F Team전문 자문위원 (2009-2011)
에너지관리공단 탄소시장연구회 연구위원 (2010-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2010-2012)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감축 국제지원사업 자문위원 (2011.6.)
한국에너지공단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평가위원 (2012-)
(재)한국미래연구원 방송산업연구 전문가 회의 위원 (20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2017)
한국석유공사 고문변호사 (2017-)
한국에너지공단 CDM인증센터 공정성위원회 위원 (2017-)
한국에너지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018)
한국석유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위원회 위원 (2018)
대한변호사협회 평창 동계올림픽 스포츠중재 변호사단 (20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자문위원 (2018)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 위원 (2019)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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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대우조선해양의 신한중공업 인수 자문/ KG 올앳의 KFC 인수 자문
 동양그룹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매각 자문/ 성남일화축구단 매각 자문
 네오플럭스 펀드 지분 투자 자문/ NHN Entertainment의 벤처기업 지분 투자
자문
 농심의 일본 아지노모토와의 JV 설립 관련 자문
 SK Networks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
투자 및 JV 설립 관련 자문
 동아건설산업, 원텔, 건우이앤시, 석진컴택, 라이오인천, 알에프하이텍,
경인방송 등 기업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농협중앙회를 대리하여 조선사 및 해운회사 기업구조조정 자문
 동일토건 워크아웃 및 구조조정 PF 자문
 사조산업의 오양수산 관련 적대적 M&A 자문 및 소송 대리
 웹젠, 피와이언홀딩스, 머니투데이 등 기업 경영권 분쟁 및 적대적 M&A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국내 프랜차이즈 회사를 대리하여 주식양수도 계약 관련 ICC 국제 중재
 국내 풍력발전 관련 회사를 대리하여 풍력발전기 설치상 하자 분쟁 관련
네덜란드 회사를 상대로 ICC 국제 중재 협상
 SK Networks를 대리하여 이탈리아 회사를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분쟁 관련
KCAB 국제 중재
 일본 로펌과 일본 회사의 국내 대기업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한 주식양수도
계약 관련 ICC 국제 중재
 농심을 대리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된 라면 담합 관련 Class
Action 대응 및 JAMS 조정
 아모레퍼시픽, 농심 등 주요 기업의 공정거래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소송 대리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를 대리하여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자문 및 중재 대리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IKEA Korea의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클레임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케이티스카이라이프를 대리하여 DCS 도입 관련 자문, 홈쇼핑 채널 수수료
관련 협상, 방송법 등 자문
 대림산업 국내외 건설 분쟁 관련 소송 및 자문
 KBO, 성남일화천마축구단, 흥국생명 배구단 등 스포츠 선수계약 및 분쟁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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