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L Partners는 국내외 고객들에게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에 기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공통의 원칙을 가진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지난 2015년 11월경 설립되었습니

다.  그 동안 저희는 계속적으로 변호사의 수 및 분야를 늘리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갱신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파트너 및 변호사들은 각 분야에서의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로펌의 규모를 키우는 것 보다는 거래나 분쟁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법

률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고객들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로펌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는 고객의 특성 및 필요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트너 변호사들의 직접

적인 관여를 통하여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KL Partners의 변호사 수는 26 명이며, 다양한 배경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저희 법인은 김범수 대표변호사가 조직을 이끌고 있으며, 이은녕 변호사가 세부팀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저희의 웹사이트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http://www.klpartners.com).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소개

고객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반한 법률서비스 제공

업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경험 많은 파트너들이 직접 관여하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적의 팀 구성과 고객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핵심가치



김범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공동설립자 / 대표변호사 (2015.9~현재)

-“Bank 1”, 챔버스앤파트너스 AP: 국제분쟁: 중재 – 대한민국 (2018~2020)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00~2015)

-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위원 (2015.7~현재)

- 국제중재실무회(KOCIA) 회장

-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인

-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

-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1999)

- 대한민국 법원 판사 (1988~1997)

- 제17기 사법연수원 (1988)

연락처 및 약도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수표동 99) 시그니쳐타워 동관 17층 (우04542)

02 6226 7700

02 6226 7800

klp@klpartners.com

www.kl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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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기업 M&A

분쟁 해결

저희 변호사들은 일반 기업법무 외에 다양한 산업분야 및 거래에서 쌓아온 경험 

및 지식을 보유합니다. KL Partners는 이와 같은 경험 및 지식, 상업적인 노하우 

및 현실적인 해결 능력 등을 기반으로 복잡한 거래 및 어려운 비즈니스 관계에서 

해외 및 국내 고객들을 대리합니다.

기업거래 및 분쟁과 관련하여 고객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며, 국제

거래 및 분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추구하는 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

실적인 접근을 중시하고,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으면서, 고객

의 상거래를 위한 적절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케이엘파트너스는 복잡한 국제중재, 투자자-국가간 분쟁 및 국제소송 등의 국

제분쟁 해결에 매우 깊은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에게 단순히 효율

적이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 

및 지식을 기반으로 고객이 직면하는 다양한 국제적인 쟁점들을 이해하려고 노

력합니다.

수상 및 언론보도

Chambers and Partners Leading Firm / Leading Individuals 선정 
(2017~2020) 

Boutique Law firm of The Year For Two Consecutive Years by ALB 
(2017, 2018)

The Legal 500 Leading Law Firm / Leading Individuals 선정 
(2017~2020)

Lawyer of the Year 및 Leading Lawyers 다수 선정 (2015~2020)

KL 파트너스 올해의 부티크 로펌 2년 연속 선정 (2017, 2018)

사내변호사가 뽑은 한국의 명문 로펌 선정 (2017)

세계 100대 중재 전문 로펌 선정 (2018~2020)

국제중재·분쟁해결분야 Leading Individual: 김범수, 이은녕 변호사 

기업 · 인수합병 분야 Leading Individual : 이성훈 변호사

ALB의 2년 연속 Boutique Law firm of The Year (2017, 2018)

중재해결분야 Leading Individual: 김범수, 이은녕 변호사 

기업 · 인수합병 분야 Leading Individual : 이성훈 변호사 

국제 중재 전문지인 GAR(Global Arbitration Review)로부터 

세계 100대 중재 전문 로펌(GAR 100) 선정 

법률서비스 



< 주요업무실적 >

유니온의 쌍용머티리얼 인수 자문 (2017)

KTB PE의 동부익스프레스 매각 자문 (2017)

하일랜드에쿼티파트너스의 이브릿지 인수 자문 (2017) 

금호고속의 금호건설홍콩 매각 자문 (2017) 

금호홀딩스의 금호고속 인수 자문 (2017) 

크레디언파트너스와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와이즈유엑스글로벌(아임닥) 인수 자문 (2017) 

페이레터의 SK플래닛 통신과금서비스사업 부문 인수 자문 (2017) 

KTB PE, SBI와 동부측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동부대우전자 매각 자문(2018)

JKL파트너스를 대리하여 동해기계항공 인수 자문(2018) 

쏘카를 대리하여 VCNC 인수 자문(2018)

스위스 Miebelle사를 대리하여 고운세상코스메틱 인수 자문(2018)

KTB PE를 대리하여 전진중공업 주식회사 매각 자문(2018)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는

M&A, 국제투자 및 기타 거래 등의 폭넓은 기업법무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업/M&A/금융 전문팀은 준법 및 거래 관련 다양한 지식 및 경험을 지닌 ‘Leading 

Lawyers’ 로 인정되어 온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금융기관, 제조업, 유통업, IT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거래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전

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중요한 M&A, 구조조정, 금융 관련 거래에 대하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성훈 변호사가 2000년부터 관련 분야에 활동하면서, 해당 전문팀을 이끌고 있고, 각종 유수 언

론사의 league table에서 5대 로펌과 같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 무 분 야
기업일반/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인수합병 주요 전문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Tel: +82 2 6226 7703 / Email: shyi@klpartners.com 

-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2015. 10~현재)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00. 2~2015. 10)

- Allens Arthur Robinson (Australia) Foreign Legal Consultant (2005.11~2006.5)

-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2005)

- 제29기 사법연수원 (2000)

김선호 변호사
Tel: +82 2 6226 7767 / Email: shkim@klpartners.com 

-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2019.1~현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 (2015.9~2018.6)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9.3~2015.8)

- 제35기 사법연수원 (2006)

이미영 변호사
Tel: +82 2 6226 7775 / Email: alee@klpartners.com 

-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2020.4~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2019.3~현재)

- 올리패스 주식회사 법무이사 (2016.3~2020.4)

- 망고 플레이트 최고운영책임자 (COO) 및 법무팀장 (2015.3~2016.2)

- Kirkland&Ellis LLP 뉴욕사무소 Associate (2014.2~2015.1)

- Ropes&Gray LLP 뉴욕사무소 Associate (2011.1~2014.1)

- Ropes&Gray LLP 뉴욕사무소 인턴 (2009.5~2009.7)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인턴 (2008.5~2008.7)

- J.P. 모건, 홍콩/서울사무소 Analyst (2005.6~2006.7)

-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11)

황지선 변호사
Tel: +82 2 6226 7709 / Email: jshwang@klpartners.com 

-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2015.11~현재)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09.2~2015.11)

- GE Capital Korea 변호사 (2011.9~2012.2)

- 제38기 사법연수원 (2007)

바바패션을 대리하여 ㈜그림그리다(힙합퍼) 인수 자문(2018) 

하일랜드PE를 대리하여 이브릿지 및 컨서트 매각 자문(2018)

GS ITM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GS ITM 매각 자문(2018)

포시즌캐피탈 및 웨일인베스트먼트를 대리하여 구리청과 인수 자문(2019)

금호그룹을 대리하여 금호건설홍콩 인수 자문(2019)

동일산업㈜을 대리하여 디오토모티브 인수 자문 (2019)

City Storage Systems LLC를 대리하여 에이치에이티 인수 자문 (2019)

에셋프라이싱홀딩스를 대리하여 한국자산평가 매각 자문 (2019)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하여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영구전환사채 발행 관련 자문 (2019)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하여 아시아나항공 매각 자문 (2019)

네오플럭스프라이빗에쿼티를 대리하여 룩옵틱스 매각 자문 (2019)

LEGEND CAPITAL(OCEAN CORE LIMITED)를 대리하여 ㈜지누스 인수 자문 (2019)

Idea Core Limited를 대리하여 ㈜매스프레소 인수 자문 (2019)

SW인베스트먼트(권순옥)를 대리하여 ㈜러셀 인수 자문 (2019)

LK투자파트너스 및 A2파트너스를 대리하여 삼양옵틱스 인수 자문 (2019)

한국콜마홀딩스를 대리하여 티케이엠㈜ 인수 자문 (2019)

제이케이엘성장전략제1호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위드이노베이션 매각 자문 (2019)

박도현 등(천일고속)을 대리하여 삼보상호저축은행 매각 자문 (2019)

㈜지에스홈쇼핑을 대리하여 ㈜레페리 인수 자문 (2019)

유진프라이빗에쿼티를 대리하여 SOCAR Mobility Malaysia 인수 자문(2019)

인프라이니셔티브1호PEF를 대리하여 KC환경서비스 인수 자문 (2019)

에스원피앤피를 대리하여 성원산업 인수 자문 (2019)

남영비비안의 대주주를 대리하여 남영비비안 매각 관련 자문 (2019)

캑터스PE 및 대신PE를 대리하여 BS렌탈 인수 관련 자문 (2019)

녹십자그룹을 대리하여 유비케어 인수 관련 자문 (2019)

시냅틱PE를 대리하여 녹십자헬스케어에 대한 투자 관련 자문 (2019)

제이앤PE를 대리하여 씨앤아이레저에 대한 투자 관련 자문 (2019)

쏘카를 대리하여 소프트뱅크그룹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관련 자문 (2019)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는

복잡하고, 대규모 중재 및 국제소송에서 국내외 고객들을 대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분쟁해결팀의 변호사들은 한국 관련 쟁점이 있는 국제소송에서 광범위한 해외 고객들을 대

리하는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상업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재

판소(LCIA), 싱가포르국제중재재판소(SIAC), 홍콩국제중재재판소(HKIAC), 유엔국제연합무역법

위원회(UNCITRAL), 상해국제중재재판소(SHIAC), 네덜란드중재원(NAI) 및 취리히상공회의소

(ZCC)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중재기관 및 ad hoc 중재 사건들을 처리해 온 다양한 경험을 보유합니다.

소송 및 중재의 광범위한 업무경력을 보유한 오동석 변호사가 분쟁해결팀을 이끌고 있으며, 저희 

법인은 GAR100 등에서 국제분쟁해결 선두주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라이선스 분쟁 관련, 국내 게임 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게임회사를 상대로 KCAB 중재 수행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 관련, 베트남 식품 회사를 대리하여 국내 요식업체를 상대로 KCAB 

중재 수행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국내 시행사를 대리하여 설계회사를 상대로 한 KCAB 중재 수행 

Post M&A 관련, 국내 PEF를 대리하여 중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ICC 중재 수행

Post M&A 관련, 국내 PEF를 대리하여 유럽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ICC 중재 수행

Post M&A 관련, 벨기에 투자회사를 대리하여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ICC 중재 수행

기술 계약 분쟁 관련, 국내 조선해양 회사를 대리하여 독일 조선업체를 상대로 ICC 중재 수행 

기술 계약 분쟁 관련, 국내 중공업 회사를 대리하여 독일 조선업체를 상대로 ICC 중재 수행 

부동산개발을 위한 JV 분쟁 관련,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미국 투자회사를 상대로 ICC 

중재 수행

글로벌 공유오피스 기업을 대리하여 임대 계약 분쟁 건 ICC 중재 수행

업 무 분 야
분쟁해결



분쟁해결 주요 전문변호사

오동석 변호사
Tel: +82 2 6226 7768 / Email: dsoh@klpartners.com 

-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2019.3~현재)

- 김&장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2001~2009, 2012~2019.2)

- 아시아국제중재센터(AIAC), 대한상사중재원 (KCAB) 중재인 (2014~현재)

- 현대중공업그룹 법무실 국제법무 총괄 팀장 (2009.12~2011.12.)

- 파리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Visiting Attorney (2007)

- Shearman&Sterling LLP 뉴욕사무소 국제변호사 (2006~2007)

-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07)

- 수원지방법원 판사(1999~2001)

- 제25기 사법연수원 (1996)

박영석 변호사
Tel: +82 2 6226 7763 / Email: yspark@klpartners.com 

-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2018. 10~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KCAB) 중재인 (2018~현재)

- 에이티넘파트너스 법무팀장/상무 (2014~2018)

- Debevoise & Plimpton LLP (NY) 외국변호사 (2012~2013)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2012)

- 김&장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2005~2014)

- 제34기 사법연수원 (2005)

박기성 변호사
Tel: +82 2 6226 7725 / Email: kspark@klpartners.com 

-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2016.5~현재)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2006.2~2016.4)

- 제35기 사법연수원 (2006)

이은녕 변호사
Tel: +82 2 6226 7707 / Email: enlee@klpartners.com 

-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2015. 9~현재)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11~2015 / 2004~2009)

- GE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 변호사 (2011)

-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홍콩사무소 국제변호사 (2010~2011)

-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2011)

- 제33기 사법연수원 (2004)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프로젝트 납품 계약 분쟁 관련,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현지 발주처를 

상대로 ICC 중재 수행 

해외 SOC 건설사업 관련,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베트남 발주처를 상대로 ICC 중재 수행

IP 침해 분쟁 관련, 국내 게임회사를 대리하여 동남아 게임 publisher를 상대로 SIAC 중재 수행

인도 지역 건설 프로젝트 관련, 국내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인도 발주처를 상대로 UNCITRAL 

중재 수행

다수의 미국 사모펀드를 대리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수행 (ISD) 

합작계약 관련, 국내 헬스케어 기업을 대리하여 중국 기업을 상대로한 SHIAC 중재 및 기타 

소송절차 관련 자문 수행

국내 금융기관 매각 관련, 벨기에 투자회사를 대리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ICSID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수행

Distributorship Agreement 관련, 국내 전자업체를 대리하여 중동 distributor를 상대로 

한 SIAC 중재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