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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변호사

국제중재 김범수 변호사

김

범수 변호사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트가 김 변호사를

투자자-국가 중재(ISD)의 론스타 대리인으로 유

따라온 셈이다.

명하다. 2012년 11월 제기된 이 사건의 론스타 측 변호

물론 KL 파트너

사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 워싱턴에서 열흘씩 진행된

스 출범 이후에도

두 차례의 변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중재,

김 변호사 사무실

국제소송의 해결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6년

엔 새로운 사건이

1월 초 헤이그에서 4일간 진행될 최종 변론을 준비하고

이어지고 있다. 김

있는 김 변호사는“FTA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변호사 팀은 국내

정) 등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늘어나며 국내외

건설회사가 남아

기업이 관련된 ISD 중재가 더욱 늘어날 것”
이라고 전망

시아에 발전소를

했다.

건설하는 프로젝
트를 따냈으나 공사조건이 맞지 않아 본계약을 체결하

“ISD 중재 더욱 늘어날 것”

지 않고 포기했음에도 이 공사를 발주했던 해당국의 공

론스타 ISD가 중재 전문 김 변호사가 맡은 새로운 유형

기업이 다른 건설사에 맡기는 바람에 단가 차액 등 피해

의 사건이라면, 세계적인 보험회사를 인수한 국내의 한

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외국 중재에서 국내 건

사모펀드(PE)와 이 보험회사를 판 해외 금융그룹 사이에

설사를 대리하고 있으며, 독일의 한 기계 제작회사와 한

진행 중인 ICC 홍콩 중재는 국제중재 분야에서 자주 제기

국 유통업자 사이에 발생한 한국내 독점 유통계약 해지

되는 이른바 Post M&A 중재로 분류된다. 보험회사 인수

에 따른 국제소송에선 독일 회사를 대리하고 있다. 한국

후 이 보험회사가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의 흠이 발견되

법원에 제기된 독일 회사 관련 분쟁은 특히 1심에서 다

어 인수자 측에서 제기한, 아직 보험금이 나간 것은 아니

른 대형 로펌이 대리했으나 패소하자 이 독일 회사를 잘

지만 보험사고가 날 경우 손해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중재

아는 유명 외국 로펌이 KL 파트너스에 소개한 사건이어

가 제기된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법무법인 세종에 있을 때인 2014년
가을 제기된 이 사건은 김 변호사가 같은 국제중재 전문

외국 로펌 소개로 독 회사 대리

인 이은녕 변호사와 김준민 미국변호사, 크로스보더

론스타 ISD의 대리인에 이어 올해 국제중재·국제거

M&A 분야에서 유명한 이성훈 변호사와 함께 지난 9월

래 부티크를 출범시키며 로펌업계의 뜨거운 뉴스메이

세종을 떠나 KL 파트너스로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커가 된 그가 구체적인 사건 수행에 있어서도 단연 돋보

자문하는 사건으로, 론스타 ISD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

이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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