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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하여 금융의 여러 분야를 망라한 경험을 쌓았고,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회간접자
본(SOC) 투자, 에너지·자원, 해외 인프라 투자 영역에서 신뢰받는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프로젝트의 건설·운영 사업과 그에 필
요한 Project Finance 방식을 비롯한 자금조달에서 사업주, 출자자, 금융제공기관, 거래상대방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
율하여 성공적인 deal closing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파트너 변호사로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상황에 맞게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고객이 원하는 최선의 성과를 만들
어 내고 있습니다.

이상현 변호사의 주요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및 해외의 에너지·발전 사업, PPP·PFI 방식의 SOC·인프라 사업, 천연가스·석유·광물 등 자원개발사업
- 자원·에너지 개발, 발전소·플랜트·도로·교량·터널·철도·항만 등 SOC·인프라 건설·운영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방식의 자금조달
-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PPP사업)
- 풍력·태양광·연료전지·바이오매스·ESS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 폐기물처리 사업
- 천연가스의 상류 및 하류사업, 액화(liquefaction) 및 LNG 운송, LNG의 수출입과 재기화(regasification), 배관망(midstream), 터미
널(Terminal), LNG 발전소 등 글로벌 LNG value chain 관련 사업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신용 제공 업무
- 해외 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 등 투자기구(investment vehicle)의 설정·설립 및 연기금·금융기관의 투자 실행,
그와 관련한 자금조달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발전공기업, 민간 에너지기업, 발전소 사업시행법인 등의 법무업무

학력

1990-1993

서울고등학교

1993-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2004-2005

미국 Columbia Law School (법학석사 - LL.M.)

경력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2000-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2005-2006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2011-현재

교직원공제회 개발사업투자심의위원회 위원 (2011-2016, 2018-현재)

자격
2000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2006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뉴욕주 변호사협회 회원

주요저서 및 논문
●

Korea Chapter in Getting the Deal Through – Project Finance 2022, Law Business Research 2021 (co-authored)

●

Korea Chapter in Getting the Deal Through – Project Finance 2021, Law Business Research 2020 (co-autho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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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Chapter in Getting the Deal Through – Project Finance 2019, Law Business Research 2018 (co-authored)

●

Korea Chapter in The Projects and Construction Review, Second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2012 (coauthored)

●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조달 (자본시장연구원 M&A연구회 세미나 발표자료, 2010)

●

Negative Pledge 조항 (BFL 제35호, 2009)

●

LBO의 기본구조 및 사례분석 (BFL 제24호, 2007)

외부평가
●

Chambers Global/Chambers Asia Banking and Finance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2-2022)

●

Chambers Asia Projects and Energy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6-2022)

●

Legal500 Projects and Energy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4-2018),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0-2022)

●

IFLR1000 Banking and Finance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4-2022)

●

IFLR1000 Project Development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7-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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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걸타임즈 증권·금융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7, 2019, 2021)

●

Legal500 Banking and Finance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4, 2016-2019)

●

Legal500 Corporate and M&A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8)

●

ALB Korea Law Awards 2018 "올해의 프로젝트,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쳐 거래상: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건설 프로젝트" 수상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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