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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 국제중재 / 국제소송  

> 국내 소송 

> 국제투자분쟁 / 양자협약 

> 프로젝트 파이낸스 

> 합작투자계약 / 컨소시엄 

> 국제조세 

> 주주간 분쟁 
 
 

산업 분야  

> 건설, 에너지 

> 석유, 천연가스 

> 부동산 
 
 
 

 
 
 
 
 
 
 
 
 
 
 
 

 
 
 
 
 
 
 

주요 업무 

 
조아라 변호사는 ICC, LICA, SIAC, KCAB 등 각종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다양한 국제중재 사건에서 국내외 기업을 대리해왔습니다. 특히 중동 

및 아시아에 위치한 해외 가스 개발 프로젝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으며, 국내 건설회사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도 수행했습니다. 외국당사자나 

외국법과 관련된 국내 소송 수행 및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 및 중재판정 집행 

관련 자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 쟁점을 다루는 국제투자분쟁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한 바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조세 소송, 행정 소송 사건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현행법 및 법률개정안에 대한 해석 및 위헌성 검토 자문을 제공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난민 및 이주외국인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등, 공익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 40 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경력 
 
> 제 50 회 사법시험 합격(2008)  

> 제 40 기 사법연수원 수료(2011)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1–2019. 10.)  

>   법무법인 피터앤김 파트너 변호사(2019. 11.–현재)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7)  

> 미국 Stanford Law School 졸업(LL.M. 2017) 
 
 
소속 협회/단체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 Panel of International Arbitrators, KCAB International 
> List of Arbitrators, HKIAC 

>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 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희 국제인권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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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실적 
 
> EPC 계약, 하도급 계약, 시공관리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건설계약에 대한 

자문 제공 

> 국내 건설회사의 중동 지역 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SIAC 중재 

> 글로벌 부동산 개발업자의 대규모 한국 부동산 개발 사업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ICC 중재 

> 국내 건설회사의 중동 지역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한 LCIA 중재 

> 국내 건설회사의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발전소 및 정유소 건설 사업과 관련한 ICC 

중재 

> 중동 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LCIA 중재 

> 국내 건설회사의 호주 건설 사업과 관련한 KCAB 중재 

> 국외 투자자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양자협약에 의거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CSID 중재 

> 미국 회사의 신용장 관련 쟁점을 다룬 국내 소송 

> 국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제도의 적법성을 다룬 국내 소송 

> 국내 건설회사의 해외 건설 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 

> 법률개정안에 대한 해석 및 위헌성 검토 자문(유통산업발전법,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 자동차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가표준기본법 등) 

> 한미 FTA 무역기술장벽협정 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한 자문 
 
 
저서 
 
> 공저,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 공저, “Taxes”, Jus Mundi Wiki Notes for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2020. 
(https://jusmundi.com/en/document/wiki/en-taxes) 

> 공저, “ISDS 최신 판정 동향: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2020 년 제 2 호 (통권 

제 147 호), 법무부, 2020 

> 공저, ICCA International Handbook on Commercial Arbitration Supplement 117, 

“Republic of Korea” 챕터, 2021 

https://jusmundi.com/en/document/wiki/en-tax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