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NEVA 
 
Av. de Champel 8C - P.O. Box 71 
1211 Geneva 12 
Switzerland 
P: +41 58 317 70 70 
F: +41 58 317 70 75 

BERN 
 
Schweizerhof-Passage 7 - P.O. Box 
3001 Bern 
Switzerland 
P: +41 58 317 70 50 
F: +41 58 317 70 75 

SEOUL 
 
#1704 Trade Tower 
511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06164 
South Korea 
P: +82 2 538 2900 
F: +82 2 538 2901 

SINGAPORE 
 
6 Battery Road  
#17-01 
Singapore 049909 
P: +65 6978 3400 
F: +65 9768 8815 

SYDNEY 
 
Level 7, 167 Macquarie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P: +61 2 68339907 

 
Legal Notices at www.peterandkim.com/legal-notices 

 

유은경 변호사 

변호사 
LL.B. LL.M. J.D. 

 

 

자격취득: 변호사 (대한민국, 2015) 

언어: 한국어, 영어 
 

        JenniferYoo@peterandkim.com 

 
        +82 2 538 2900 
 
 
 

 

 

 

 
 
 
 
 

주요 업무 
 
유은경 변호사는 다양한 쟁점의 국제 상사 중재 및 국제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국제 건설 분쟁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으며, 또한 

국제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임시적 처분 등 국제 중재 절차 전반에 관한 자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2012 년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5 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경력 
 
> 제 4 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 법무법인 광장 (2015.2.–2017.1.) 

> 법무법인 태평양 (2017.2.–2019.11.) 

> 법무법인 피터앤김 (2019.11.–현재) 

> Clifford Chance, 런던 (2022–현재) 

 

학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2)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5)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20) 
> Harvard Law School (LL.M., 2022) 
 

소속 협회/단체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수행실적 
 
> 아랍에미리트 내 대형 건설 프로젝트 관련 국내 회사 간 LCIA 중재 

> 국내 건설회사와 합작투자 파트너 회사 간 한국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ICC 중재 

> 국내 철골구조물 제작 회사와 해외 발주자 간 호주 지역 건설 사업과 관련된 SIAC 

중재  

> 국내 건설회사와 캐나다 합작투자회사 간 대규모 교량 건설 사업 계약 및 공기연장, 

추가비용, 시공 결함 관련 임의 중재 (ad hoc arbitration) 

> 국내 건설회사와 미국 제조회사 간의 하도급 계약 및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결함 

관련 KCAB 중재 

>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관련 ICC 중재 

> 사모펀드의 주식 매매계약 및 계약 해지 적법성 관련 HKIAC 중재 

 
전문 분야 

 

> 국제중재 / 국제소송  

> 국내소송 

> 프로젝트 파이낸스 

> 국제 프로젝트 계약 

> 국제사법 

 

산업 분야  
 
> 건설, 에너지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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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소 내 주요 부품의 결함에 관한 보험금 청구 관련 임의 중재 

> 건설 및 하도급계약 관련 자문 업무 

> 다수의 해외 중재 및 자문 관련 업무  

> WTO 분쟁, ISD 분쟁 등 국제 통상·투자 분쟁 관련 자문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