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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변호사는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Cartel 거래상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자문 및 송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입
니다 2018년에는 Legal 500 Antitrust and Competition분야 Recommended Lawyer 로 2020년에는 Who s Who Legal competition에서 Leading Practione
r 로 각각 선정된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 여러 학계에서 기업법 지재권과 공정거래법 등에 대하여 강의한 바 있으며 IPBA Antitrust Committee Vice Chair를 거쳐 현재는 IBA Antitrust Committee
Cartel Working Group Member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GCR Handbook of Competition Agencies (2016-2018), GCR Getting the Deal Through Dominance 2012),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Competition Litig
ation (2010-2015), Chambers – Doing Business In 2020 및 Merger Control 2020, Legal 500 Merger Control 2020 등 다양한 기고활동을 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오염 등 전통적인 환경규제 관련 자문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 이슈 화학물질 관련 규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통합허가 등과 같은 새로운 환경규제 관련 자문 등 다양한 환경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 분야 변호사입니다
환경부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환경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및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위원 환경법학회 이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 위원으로서 재임 중에 있습니다

경력

2019 현재
2001-2019
2000-2001

기타 경력

2021 현재
2020 현재
2020 현재
2018 현재
2018-2020
2017 현재
2017-2019
2017 현재
2016-2018
2014-2017
2014-2016
2013-2020
2012-2013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유 세종
법무법인 유 율촌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
APEC기후센터 APCC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구제급여심사위원회 위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Member Cartel Working Group of Antitrust Committe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환경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환경부 고문변호사
Vice Chair Antitrust Committee 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IPBA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환경부 기후변화협상단 외부자문

주요 업무사례
공정거래

미국 반도체칩 제조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소송사건 대리
일본 베어링 제조회사의 국제카르텔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소송사건 대리
일본 항공사의 국제카르텔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소송사건 대리
Google의 Motorola 인수 관련 기업결합신고 대리
BorgWarner Inc 를 대리하여 Delphi Technologies PLC에 대한 기업결합 주식취득 승인 취득
대만 LCD 패널 제조회사의 국제카르텔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소송사건 대리
현대하이스코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삼성생명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한성자동차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소송사건 대리
Owens Corning의 Saint Gobain Vetrotex 유리강화섬유부문 인수 관련 기업결합신고 대리
Daimler와 Bosch의 JV 설립 관련 기업결합신고 대리
CNAC China National Agricultural Corporation 의 Syngenta 인수 관련 기업결합신고 대리
Blackstone의 Thomson Reuter financial & Risk 사업분야 인수 관련 기업결합신고 대리
KKR fund의 다양한 기업 주식 인수 거래 관련 기업결합신고 대리
다수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및 교육
롯데정밀화학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건 관련하여 롯데정밀화학을 대리 무혐의

환경

다수 기업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물환경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다수 기업에 대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자문
다수 기업에 대한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프로젝트 관련 자문
비철업체 대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및 할당계획 취소소송
반도체업체 증설 관련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부와의 협의조건 관련 자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부 용역 수행
반도체업체에 대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자문

학력
2005
2000
1997
1994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 M
제29기 사법연수원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주요활동
수상

Who s Who Legal Leading Practitioner - Competition (2020)
The Legal 500 - Recommended Lawyer in Antitrust and Competition (2018)

자격취득
2007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00

변호사 대한민국

관련 업무분야

공정거래 기업결합 공정거래 조사 소송 환경 자동차 모빌리티 제약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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