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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변호사는 2006 년 법무법인(유한) 광장에 합류한 이래 국제건설, 국제무역, 보험, 물류 (해상운송,
항공운송 포함) 분야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2010 년에는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에서
수학하였습니다.
그는 다수의 국내외 건설회사, 무역상사, 보험회사, 운송회사들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해외 하수처리장 건설프로젝트, 허베이스피릿호 유류오염사고, 김해공항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등 다수의 중요 사건들과 관련되어 국내외에서 진행된 다수의 소송, 중재를
수행하였습니다.

학력
2010-2011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Maritime Law LL.M Course 졸업

2005

제 34 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2

제 44 회 사법시험 합격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력
2006-현재

법무법인(유한) 광장(Lee & Ko)
한국해법학회 이사

2005-2006

법무법인 로고스
(前)한국무역보험공사 특례인수심사위원

전문분야

국제중재 및 소송
보험

항공
국제통상

해상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2005)

언어
한국어 및 영어

주요사례
[국제건설 분야]


리비아 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분쟁



두바이 건물 건설공사 관련 분쟁



미국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분쟁



오만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지연, 하자 관련 분쟁



태국 정유플랜트 건설공사의 지연, 하자 관련 분쟁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건설공사 관련 분쟁



브라질 제철소 건설공사 관련 분쟁



인도네시아 석탄터미널 건설공사 관련 분쟁



쿠웨이트 플랜트 설비 제작, 설치공사 관련 분쟁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건조 관련 분쟁



태풍에 의한 항만공사 설비, 자재 손상 사고 관련 분쟁



항만공사의 지연 관련 분쟁



공사중 교량붕괴사고 관련 분쟁



공사중 도로붕괴사고 관련 분쟁



항만에 설치된 크레인 전도사고 관련 분쟁



공사중 지반침하사고 관련 분쟁



다수의 Project Cargo 운송 관련 분쟁



다수의 선수금환급보증, 이행보증(AP Bond, P Bond) 관련 중재와 소송



다수의 건설공사보험 관련 분쟁

[국제무역 분야]


철강제품 관련 신용장대금 지급청구



고철거래 관련 신용장대금 지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핸드폰 수출 관련 연지급신용장대금 지급청구소송



철강제품 관련 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건설계약 관련 보증금 지급금지가처분



선박건조계약 관련 보증금 지급금지가처분



선박매매계약 관련 자문



Bulk 선, LNG 운반선 등 다수의 선박건조계약 관련 자문



보세장치장에서 무단 반출된 수입품 관련 자문



스리랑카 세관에 압류된 구리제품 관련 자문 및 소송



필리핀 세관에 압류된 철강제품 관련 자문



이란 무역제재 관련 자문



WTO 보조금협정 관련 자문



유류수출계약 관련 중재



선박건조계약 관련 싱가폴 중재



Refund Guarantee 관련 영국 소송



무역보험 관련 다수의 소송 및 자문

[보험 분야]


이천 소재 물류창고 화재사고(재산종합보험)



창원 소재 물류창고 화재사고(재산종합보험)



군포 소재 물류창고 화재사고(재산종합보험)



지자체의 홍보관 및 오피스텔 화재사고(재산종합보험)



중국 소재 반도체공장 화재사고(재산종합보험)



고양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화재사고(재산종합보험)



태풍, 폭우에 의한 건물, 차량 등 손상사고(재산종합보험)



태풍, 폭우에 의한 제방 붕괴사고(재산종합보험)



열병합 발전소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재산종합보험)



폭우에 의한 댐 손상 사고(재산종합보험)



태풍에 의한 항만공사 설비, 자재 손상 사고(건설공사보험)



공사중 교량붕괴사고(건설공사보험)



공사중 도로붕괴사고(건설공사보험)



공사중 지반침하사고(건설공사보험)



항만에 설치된 크레인 전도 사고(조립보험)



보험중개인의 사기사건



Refund Guarantee 의 재보험 관련 영국 중재 수행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재산종합보험의 재 보험에 대한 자문



대형 마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재산종합보험 의 재보험에 대한 자문및 영국 중재 수행



도로 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보험의 재보험에 대한 자문



핸드폰보험의 재보험관련 자문



보험상품 인허가 관련 자문



외국 보험사의 한국내 수출보험 운영 관련 자문



외국 재보험사의 한국내 사무소 설치, 한국내 영업에 관한 자문

[물류 분야]


세월호 전복사고



태안 허베이스피릿호 충돌 및 유류오염사고



여수 우이산호 충돌 및 유류오염사고



부산 태종대 화학제품운반선 충돌사고



광양 앞바다 화물선 충돌사고



남빙양 원양어선 침몰사고



통영 바지선과 어선 충돌 및 전복사고



천진항 선박 프로펠러 이탈 사고



김해공항 외국 항공사의 여객기 추락사고



중국 대련에서 발생한 외국 항공사의 여객기 추락사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외국 항공사의 여객기 추락사고



코타키나발루에서 발생한 국내 항공사의 여객기 고장 및 회항 사고



군용헬리콥터 추락사고



민간헬리콥터 추락사고



훈련기 충돌 및 추락사고



휴스턴 항에서의 선박 가압류



모리셔스에서 가압류된 선박의 가압류 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선박 경매



국내 운송회사와 외국 용선자 사이의 체선료, 손해배상청구 관련 홍콩 중재



철강제품의 횡령 관련 국내 수입자와 육상운송업체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국내외 운송회사들을 위하여 다수의 Cargo Claim 과 Passenger Claim



다수의 국내외 용선분쟁

수상실적


AsiaLaw Insurance, Shipping, Maritime & Aviation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7)



Chambers Asia-Pacific 2019 edition Insurance 분야 Band 3 선정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