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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미국 변호사는 1991년 New York의 KPMG LLP에서 국제조세 전문가로
업무를 시작하여 1997년부터는 한국에서 M&A 관련 전문가로서 활약을 하였고,
2002년 부터 2012년 까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관련 각종 법률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2년 DLA Piper 동경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4년 부터 약 3년여간 대우건설 해외법무총괄담당 임원으

Mergers and
Acquisitions
Private Equity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Tax
Counsel

로 근무한 후, DLA Piper 서울 사무소로 복귀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미국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재학중 도미하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에서
Accounting and Finance 전공으로 B.S. Business Administration 학위를 받고,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J.D.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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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의 변호사 자격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성훈 미국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25여년간 주로 한국 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 일해 왔다. 이성훈 미국 변호사는 미국에 진출한 다수의 기업들의 현지화 업무에 역할을 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진출하는 많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형태 및 방법관련 자문과 아울러서 투자 계약 협상 업무 등 다양한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및
JV 계약과 설립 그리고 M&A 자문 업무를 해왔다.
DLA Piper에서는 다수의 국내 대형건설회사들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분쟁관련 중재 업무 및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
램 구축 업무와 국내 금융사들의 US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관련 시스템 구축 업무 등 다양한 법률 자문을 하였으며, 국내
최대 건설사중의 하나인 대우 건설에서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남미 등에 산재해 있는 해외건설 프로젝트 들의 입찰, 계약관리 및 분
쟁의 협상과 중재 등의 업무를 총괄 책임을 지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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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자격
Attorney-at-law admitted with the Supreme Court of New York
Certified Public Accountant (Registered to New Jersey State, US)

경력
Before joining DLA Piper, Ted worked as the Head of International Legal Affairs at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He
managed over fifty on-going overseas projects, including petroleum refinery, power plant, infrastructure and civil works, administering
over their respective construction schedules, potential delays and catch-up plans, claims and possible legal disputes with project owners
and/or subcontractors.
Ted also worked at a prominent law firm in Seoul as foreign legal counsel advising on multijurisdictional and multi-disciplined investment
projects and matters involving corporate formation, corporate governance, foreign exchange controls, transaction taxes and import
duties, among others.
He has also undertaken numerous international expansion and mergers and acquisition projects for multinational companies focusing
on deal structuring, transfer pricing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trade issues from both KPMG US and Korea.

학력
J.D.,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1993
B.S., School of Managemen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1986

회원 자격
The State Bar of New York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대한 변호사 협회 (외국법자문사 2013 ~ 현재)

인사이트

출판물
South Korea
11 March 2021
In a Decision of the 33rd Division of Civil Affairs of the Seoul High Court (2018 Na 10878) 20 August 2019, an appellate court in Seoul
ordered enforcement of an ICC award in favour of a foreign investment company fund against a government funded corporation
following a remand by the Supreme Court in 2016 that the relevant arbitration agreement was valid.

이벤트
이전
The Road Less Traveled: Exploring other arbitration forums in the Asia-Pacific Region
27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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