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는 코로나 시대의 도전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는 legal service platform의 꿈을 가지고
2021년 5월설립되었습니다.

케이원챔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가치있는 일을 하는 것을 소명으로 합니다. 폭넓은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기초로 복잡한 문제와 분쟁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여(hands-on execution)
고객의 전략적 틀과 실제적 필요(strategic & practical needs)에 즉각적으로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정평 있는
전문가들이모여드림팀을 만들었습니다.

구성원들은 하나의 유기적 팀으로 국내외 분쟁해결에 최적화된 경험을 축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히 국제적 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갖고 있는 해외 law firm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을갖추고있습니다.

케이원챔버는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는 조력자(Trusted Advisors)로서 법적인 일반 자문 및 문제가 되는 이슈들을 찾아내고 현실적
해결방안을적시에맞춤형으로제시하여최선의결과를얻어낼것을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소개

금융산업관련전략적 대응과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금융산업 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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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투자자산의 가치회복(Global Asset Recovery) 관련 탁월한 전문성

1) 30년 이상의 국제금융 거래 자문, 규제 대응, 분쟁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포진하여 종합적 해결방안 제시

2) 국내외 법적 분석은 물론 산업의 독자성과 경제적 분석을 고려한 실용적 대안 마련

3) 해외 자산이 관여된 국제 프로젝트를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역량

4) 해외 법률 사무소 및 관련 금융기관과 실사기관들 (자산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 실사팀 포함), 제3자 분쟁을 위한 전담

금융기관 (litigation funding)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하여 원팀으로 서비스 제공

5) 해외변호사들과 외부 관련 기관들의 비용 대비 효익을 철저히 분석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확고한 방향 제시와

효율적 점검을 하면서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대안 도출에 관한 축적된 경험

6) 부실 여부의 정도와 회복에 전망에 대한 전략적이고 실용적 제안

7) 국제자산 및 여신 회수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실제 손실을 입은 금융기관의 회수전담 부서의 일원으로 동일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 (포기 직전 해외 자산의 회수의 극대화에 관한 다수 경험)

8) 국내기관 임직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판단 역량과 의지 보유

케이원챔버의 차별화된 서비스
:Why K1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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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

1) 금융산업과 시장에 대한 다각적 이해와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진행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최적의 대안

마련

2) 금융산업, 금융거래, 금융상품 특유의 사정에 대한 통찰력을 기초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사실관계 확정 (fact-finding)

능력 구비

3)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내변호사와 본점 영업조직 및 국내외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 사이의 사실상 중간

연결자 (middle officer) 역할을 수행

4)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고객이 반드시 물어야 할 올바른 질문을 찾고 그에 따른 맞춤형 대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자문

5) 부실사모펀드 관련 투자자에 대한 대응 및 관련 금융 기관 (수탁자, 자산운용사, 해외 주관사, 정부 및 감독당국) 입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맞춤형 대응

케이원챔버의 차별화된 서비스
:Why K1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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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한 이해상충의 딜레마와 전문성의 확보의 해결 방안을 제시

1) 이해상충 관계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고 케이원챔버의 고객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 충실하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음(conflict-free service position)

2) 케이원챔버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해외 법률사무소도 이해상충 없는 전방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성이 있는 최적의 로펌으로 원팀을 형성하여 국내외 복잡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원스탑

서비스 제공 가능

3) 일급 대형로펌과 해외로펌의 경험과 노우하우를 가지고 효율적 비용으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 제공

4) 국내외 다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들이 케이원챔버의 금융산업팀의 금융산업 전문성과 송무팀의 소송수행 역량을

인정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추가로 선임하는 사례 늘어남

케이원챔버의 차별화된 서비스
:Why K1 Chamber?



금융산업팀
(변호사)

파트너 주요 약력

대표변호사
sooman.park@k1chamber.com

대표변호사
Ilwon.kang@k1chamber.com

변호사
Ben.hur@k1chamber.com

변호사
suhyeon.kim@k1chamber.com

-박수만변호사 : 30년이상 김앤장경력의 금융전문변호사로국제금융거래,파생상품및 각종금융분쟁,해외채권 회수담당

-강일원변호사 : 30년이상 법원,헌법재판소재판관 역임,국내외 기업금융관련민사, 형사,상사 사건담당, 베니스위원회헌법재판공동위원회위원장역임

-강종구변호사 : 30년 이상 태평양경력의 보험·해상·무역전문 변호사,금융감독원분쟁조종위원회전문위원등 역임

-허 범 변호사 : 글로벌금융기관상품설계 담당임원(UBS Structuring Desk)경력및금융전문글로벌로펌소속변호사로국제금융상품및분쟁담당,법무법인율촌금융부문장역임

-김상만변호사 : 30년 이상 세종 경력의금융분야전문변호사,금융위원회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등역임

-서정찬변호사 : 부실채권및 금융분쟁담당

-김수현변호사 : 프로젝트파이낸스 업무담당

변호사
jeongchan.seo@k1chamber.com

변호사
jkkang@k1chamber.com

변호사
sangman.kim@k1chamber.com

외국변호사
jjlee@k1chamber.com



금융산업팀
(변호사)

변호사
jiyeon.kim@k1chamber.com

외국변호사
anna.park@k1chamber.com

변호사
jisung.kim@k1chamber.com

변호사
heewoo.park@k1chamber.com

변호사
taein.kim@k1chamber.com



산업전문가 주요 약력

고문
youngju.kim@k1chamber.com

고문
joonsong.kim@k1chamber.com

고문
byeongsam.lee@k1chamber.com

고문
junseong.ahn@k1chamber.com

-김영주고문 :글로벌 금융기관의한국대표와 COO역임

-김준송고문 :글로벌 금융기관의 Head of Trading Desk및 한국 대표역임

-이병삼고문 : 27년금융감독원경력의자본시장및 금융산업전문가로금융규제,감독, 증권거래소심사업무 관련자문 담당

-황문연고문 :금융감독원보험검사·은행검사·여신금융검사경력의금융산업전문가

-이육림고문 :금융감독원및 한국은행경력의 금융및 보험관련 규제전문가

-안준성고문 :국제금융,구조화 금융,자금조달및 현금흐름분석 전문가로글로벌금융기관한국 신탁사업부문장역임

고문
yooklim.lee@k1chamber.com

금융산업팀
(산업전문가)

고문
moonyun.hwang@k1chamber.com



업무분야
Finan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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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 및 금융기관

금융감독 당국의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케이원챔버는 금융 전문 변호사, 금융규제
전문가, 그리고 관련 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전문가 등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업을 통하여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장기간 근무한 금융규제 전문가가 직접 제재 심의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기관 현장에서 근무한 전문가의 살아있는 경험을
토대로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로펌과는 차별화된 케이원챔버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최종적 문제 해결까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방어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형 로펌,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며 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금융 산업에 깊은 이해를 가진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 거래 및 금융기관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팀의 구성원들은 역외 펀드 및 사모펀드, 프로젝트금융, 부동산금융, 유동화 및
구조화금융, 파생상품, 자본시장법, 디지털 금융의 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자문 및
분쟁 분야에서 경험을 집약하여 협업과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02/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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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솔루션

케이원챔버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련한 법률서비스 제공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원챔버는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 제시,
기업회생 또는 파산 신청 등 도산절차 진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움드려왔습니다.

국내 및 역외 사모펀드에 대한 가치 평가(valuation),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손실
회복(global asset recovery), 문제 진단, 사후처리 및 전략적 대처(strategic solutions)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투자자, 판매사, 운용사, 수탁자 등)의
입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펀드 자산 가치를 회복하고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해외 대체자산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의 경우 해외 로펌과의 유기적 협업을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는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04/

기업구조 조정 ∙ 증권 거래소 심사

2018년 라임사태를 전후하여 부실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기초자산에 투자된 펀드의
이해관계자간분쟁해결을위해서는해외로펌과유기적협업과관련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전담팀의도움이절실한상황입니다.

케이원챔버는 다양한 해외 분쟁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기초자산의 파악, 역외 법령 및 제도적 접근이 어려운 해외 대체자산의
현황 파악이 가능한바, 그동안 발생한 역외 부실자산의 손실회복 및 처리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는 고객들에게 전략적 대응과
종합적해결방안을제시하는새로운통로가될것입니다.

업무분야
Financial Services



- 대형금융지주사의 임원 및 지주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 방어

- 은행, 증권회사 및 P2P 업체 등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제재심 자문

- 감독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제재심 및 소비자 분쟁 자문, 소송대리

- 펀드투자 부실 관련 자문

- 덴마크 에너지회사로부터 중재와 별도로 형사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금 회수

- 선박, 항공기 및 프로젝트 금융 (BBCHP 거래 구조 국내 도입)

- S 그룹 포르투갈 현지법인 선물환사고 관련 현지 거래 은행들과의 거래

- 모뉴엘 수출사기 사건 관련 소송 및 해외 채권 회수

- KEPCO, YK Shipping 등 해외 tax leveraged lease 거래 구조 국내 최초 도입

- 국내 및 국제적인 규모의 각종 기업인수와 인수금융

- 국내은행 및 기업의 해외 증권 (debt/equity/hybrid securities) 발행

- ABS 자금관리인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국내 은행들간 아일랜드 소송 합의에 의한 해결

- 국내금융기관의 커버드본드의 발행 및 중도상환 자문

- 해외금융기관이 설계하고 판매한 신용연계 파생상품 자문

- 해외채권을 발행한 국내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영향 분석과 전략적 자문

금융산업팀 변호사와 산업전문가들이 관여한 업무

주요 실적



- 2008년 리만 사태에 따라 파생거래 정산과 관련한 전략적 자문

(국내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파생거래 정산에 관한 국제분쟁 해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역외 파생결합 증권의 회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자문과 성공적 회수)

- 100여건이 넘는 KIKO 소송 지휘

(공동대책위원회 대응, 정부의 친기업정책 환경하에서 언론 대응, 전문가들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대응, 검찰 수사 대응, 민사소송 관련 미국 경제학교수들 전문가증인 대응 포함한

절차의 전과정에서 선행적인 대응을 통하여 95% 이상의 승소 기록함)

- W 은행을 대리하여 중국 부동산 시행 대출 채권 2억불 이상 회수

(한국, 홍콩, 바바도스, 중국 내에서의 법원 소송 및 중재절차, 중국 공안에 대한 형사 절차, 중국

정부에 대한 ISD 협상, 중국 소송 법원 및 집행법원과의 비공식 협상 및 채권자산 공매절차 등)

주요 실적



오시는 길

주사무소

전화 : 02-6956-8420 
팩스 : 070-4325-8420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26, 13층(역삼동, 대공빌딩)

지하철 : 2호선. 역삼역 3번출구와강남역 1번출구사이
(역삼역3번 출구에서직진, 강남역 1번출구에서직진)

여의도사무소

전화 : 02-597-6300
팩스 : 02-597-6303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24,20층
(여의도동,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20층)

지하철 : 5 · 9호선. 여의도역 2번출구
(광장아파트전에서우회전후첫삼거리에서좌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