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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자문업무, M&A 업무, 일반 기업법무입니다. 2002년 법
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하여, 에너지 및 통신, 환경관련 규제, 해외 IPP 사업투자 및 건설, 해외자원개발 및 에너지 관련 기
업의 M&A 영역에서 착실하게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

정수용 변호사는 무엇보다 고객의 시선에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의 극
초반부터 시설의 폐쇄 단계까지 전단계에 걸쳐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정변호사는 프로젝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상황에 맞게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고객이 원하는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학력
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법학사)

2009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경력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2002-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2009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11, 2015

미래창조과학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재허가 심사위원

자격
2002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저서 및 논문
●

Korea Chapter in Chambers Alternative Energy & Power 2020 Guide, Chambers & Partners, 2020 (Co-authored)

●

주식회사법대계(III)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부분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2013)

●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 유의사항, 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공저, 2013.5)

●

개정상법상 종류주식의 다양화 (공저, BFL 제51호, 2012. 1.)

●

IPTV 비대칭 규제의 문제 (월간 “Digital Medians” 10월호)

●

IPTV 권역별 시청점유율 제한제도 (월간 “Digital Medians” 9월호)

●

IPTV 직사채널 운용금지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월간 “Digital Medians” 8월호)

●

T-커머스 제도 규제완화 필요한가 (월간 “Digital Medians” 6월호)

외부평가
●

Chambers Asia Projects and Energy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8-2022)

●

IFLR1000 M&A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9-2022)

●

IFLR1000 Project Development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20-2022)

●

Asialaw Profiles Energy, Infrastructure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9-2022)

●

Legal500 TMT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7, 2019)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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