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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이혜원 외국변호사는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로 M&A, 합작투자, 주주간 분쟁, 국제
상사 분쟁과 같은 미국 소송 및 국제중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변호사는 Peter & Kim 합류 전, 국내 대기업 (CJ 제일제당) 및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내변호사로서 제조 산업과 디지털 산업을
아우르는 국내기업의 Outbound 투자 및 해외사업 제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기업 자문 이외에도 미국 연방 법원과 국내 대형 로펌의 인턴 및 개인
중재인의 어시스턴트로 다양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 외국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제학부(세부 전공: 국제법, 정치외교학)를
졸업하였으며, <첨단기술의 합법성>이라는 주제로 졸업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격취득: 미국 Washington D.C. 변호사
(2017)

또한 한동대 로스쿨에서는 미국법 및 국제법을 전공하고 차석으로 J.D.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언어: 한국어, 영어
hyewonlee@peterandkim.com

경력

+82 2 538 2900

> 미국 연방 클레임 법원 US Court of Federal Claims (Judicial Intern) (2015)
> 법무법인 (유) 화우 (Intern) (2015)
> 법무법인 (유) 화우 (Project attorney) (2017)
> ㈜ 빗썸코리아 (Corporate counsel) (2018–2019)

전문 분야

> CJ 제일제당 ㈜ (Corporate counsel) (2019–2020)

> 국제중재 / 국제소송
> 인수합병 / 합작투자계약

> 법무법인 피터앤김 (Foreign Attorney) (2020–현재)

> 국제 통상/ 상사 계약
> 기업 법무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및 스크랜튼 학부 졸업 (B.A., 2013)

산업 분야

>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미국법 및 국제법 전공) 차석 졸업 (J.D., 2016)

> 식품 & 그린 바이오

> 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미국, 버지니아주) 졸업 (LL.M., 2016)

> 제조 산업 (공급/유통)
> 디지털 자산

소속 협회/단체

> 해외투자
> 부동산

> The District of Columbia Bar

주요수행실적
>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미국 내 15 개 고급 호텔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7 조원 규모의 미국 델라웨어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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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수주주가 한국 소매업체 대주주를 상대로 합작투자계약의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간분쟁에 관한 JCAA 중재
> 아웃바운드 합작투자, 인수합병, 인수 후 통합, 및 지배구조 개편 제반 법률 자문
수행 (미국 및 동남아시아)
> 제조업 공급망 관련 계약서 작성, 검토 및 제반 법률 자문 수행 (제품 생산 및
유통관련 계약서,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 외 다수)
>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개발 및 운영 관련 법률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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