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경 변호사
변호사
LL.B.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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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취득: 변호사(대한민국, 2015)

> 법무법인 광장 (2015.2.–2017.1.)

언어: 한국어, 영어

> 법무법인 태평양 (2017.2.–2019.11.)

JenniferYoo@peterandkim.com
+82 2 538 2900

> 법무법인 피터앤김 (2019.11.–현재)

학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2)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5)

전문 분야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20)

> 국제중재 / 국제소송
> 국내 소송
> 프로젝트 파이낸스

소속 협회/단체

> 국제 프로젝트 계약
> 국제사법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산업 분야

주요수행실적

> 건설, 에너지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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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경 변호사

관련 KCAB 중재

변호사
LL.B. J.D.

>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관련 ICC 중재
> 사모펀드의 주식 매매계약 및 계약 해지 적법성 관련 HKIAC 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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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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