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한종연(韓宗延)변호사
한종연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한종
연 변호사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경제력 집중 규제
등 공정거래법의 전 분야에 걸쳐 공정 거래위원회 단계 및 법원 단계에서 여러 사건을 수
행한 바 있고, 국내외 기업에게 여러 공정거래법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opes & Gray 뉴욕사무소에서 근무 당시 국제 카르텔 관련 소송 사건 등을 수행
하였으며, 국제적인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정
경쟁연합회 등 다양한 IT 기관 및 기업들이 주최하는 공정거래 관련 강의 진행 등에도 적
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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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 글로벌
반도체 업체 대리(2021)
LNG 화물창 기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
건 보조참가인 조선3사 대리(2020-2021)
중국 경쟁당국의 DRAM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 국
내 반도체 업체 대리(2018-2020)
퀄컴의 표준필수특허권 남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
건 보조참가인 삼성전자 대리 (2016-2017)
글로벌 제약회사의 역지불합의 사건 대리(2018-2020)
음원유통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대리(2018)
자동차 해상운송 선사 국제 카르텔 사건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대리 (2012-2017)
X-ray 분석기 등 입찰담합 사건 대리(2016)
Optical Disk Drive 국제 카르텔 사건 및 손해배상 사
건(2009-2015)
경인운하사업 시공 입찰 담합 사건 (2014)
2 차 전지 국제 카르텔 사건(2012)
LIBOR 국제 카르텔 사건(2012-2013)
플라스틱수지 관련 국제 카르텔 사건 (2010-2011)
온라인 음원사업자 담합 사건 (2010)
ATM 사 담합 손해배상 사건(2013-2017)
다수의 국내 입찰 담합 사건
재보험사 Marsh 의 JTL 인수 기업결합 사건(2019)
삼성전자의 독일 Novaled 영업양수 기업결합 사건
(2013)
CJ 계열사의 대한통운 인수 기업결합 사건 (2013)
CJ 계열사의 온미디어 인수 기업결합 사건 (2010)
Lotte/Nestle 의 JV 설립 기업결합 사건(2012)
Daimler AG/Rolls-Royce 의 Tognum AG 인수 기업결
합 사건 (2011)
BHPB/Rio Tinto 기업결합 사건 이해관계인 자문
(2009)
SK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2012)
대우조선해양 불공정거래하도급 사건(2017-2018)
자동차 딜러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
련 문제 등 자문(2018-2020)
공정거래 관련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업무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다수의 공정거래사건 담당

학력
201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공정거래법 과정) 수료
2015: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 (LL.M)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
2009-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5: Ropes & Gray LLP (New York office, Visiting Lawyer)
수상실적
Legal Times, Notable Practitioner (Antitrust & Competition) (2021)
저서/활동
공정거래법상 열람·복사요구권의 의미와 범위(경쟁저널 제203호
2020. 5.)
중국의 반독점법 주요 집행 사례 및 입법동향(경쟁저널 제201호
2019. 11.)
개정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제공요구∙유용행위에 대한 규제(경쟁
저널 제157호 2011.07)Legal Times, Notable Practitioner (Antitrust
& Competition) (2021)

Profile
손계준 (孫啓準) 변호사
손계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년동안 근무하고 2019년부터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
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소송 등 광범위한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학력
201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201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2007 :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
•
•
•
•
•

•

•
•
•

대제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
여수•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
한 건 (2016)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
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7)
동화청과(주) 및 (주)팜한농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2019)
대림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9)
조달청 등 공공기관 발주 질량분석기 등 3개 품목
구매입찰 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
한 건 (2019)
공공기관 발주 적외선분광광도계 등 분석기기 구매
입찰 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20)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
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 (2020)
네이버(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2020)
(주)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2020)

2004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7 : 제41회 행정고시(국제통상직) 합격
1997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력

2019 – 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5 – 2018 :

법무법인(유) 지평

2014 – 2015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2013 :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2012 :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 파견

2011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2010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2008 – 2010 :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2007 – 2008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2002 – 2004 :

환경부

Profile
김수련 (金水蓮)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단계 및 법원 단계에서의 여러 공정거래법 사건을 수행한 바 있고, 국내
및 해외 기업에게 여러 공정거래법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llen&Overy 파리사무소에서 외국 변호사로서 특허권 남용이 문제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학력
2011 :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LL.M.)

•
•
•
•
•
•
•
•
•
•
•
•
•
•
•
•
•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삼성전자 – 애플 분쟁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건
세계 유수 모뎀칩제조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건
CJ CGV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
VAN 수수료 담합 사건
LPG 담합 사건
LIBOR 국제카르텔 사건
환율 국제카르텔 사건
Danaher의 GE 생명과학사업 인수 관련 기업결합 사건
Thermo Fisher Scientific의 Life Technology 인수 기업
결합사건
롯데쇼핑의 인천터미널 인수 기업결합 사건
건설기계회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사건
정유회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사건
SK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미래에셋그룹의 특수관계인 부당이익귀속 사건
기능성신발 표시광고법 사건
기타 다수의 기업결합신고(해외 기업결합 신고 포함)
기타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사건

200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
2012 – 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
2011 – 2012 : Allen&Overy 파리사무소 외국변호사

저서/활동
•

신생/잠재적 경쟁자 인수에 관한 최근 기업결합 사례 (경제법판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관한 법적 문제: 공정거래법과 형법

•

유럽 Coty 판결과 대법원 필립스 판결의 비교분석 (경제법판례

•

복수의 처분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경쟁저널 제189

례연구회 2021. 6. 발표)
의 관점, BFL 제91호(공저, 2018,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연구회 2018. 6. 발표)
호(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6. 11.))
•

경제적 동일체 이론과 입찰담합 (경쟁저널 제916호(공저, 한국

•

리베이트에 대한 미국 및 유럽 판결의 비교 – British Airways 사

공정경쟁연합회, 2017. 5.))
건을 중심으로(경제법판례연구 제6권)

Profile
이미지 (李美知)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온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로 공정거래 사건 및 공정거래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 단계에서 국내 및 해외 기업을 대리하여 다수의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경제력 집중 규
제 등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한 사건 처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결합신고 업무와 기업을 위한 Compliance project 업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특별법 관련 이슈
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주유소 원적지 담합 사건

•

LPG 담합 사건

•

다수의 건설사 건설공사 관련 입찰담합 사건

•

다수의 관수, 민수 입찰담합 사건

•

배합사료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 사건

•

환율 국제카르텔 사건

•

디스플레이 제품 국제카르텔 사건

•

통신사의 m-VoIP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손해배상 사건

•

C사, S사 등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

다수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이해관계인 자문

•

N은행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

•

기능성신발 표시광고법 사건

•

다수 그룹의 부당지원, 특수관계인 부당이익귀속 사건

•

Microsoft-Nokia 기업결합, Applied Material의 Tokyo
Electric 기업결합 등의 이해관계인 자문

•

롯데쇼핑의 인천터미널 인수 기업결합 사건

•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기업결합 사건

•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

•

다수 그룹의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

기타 다수의 국내·국외 기업결합신고 사건

•

기타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하
도급법 등 공정거래 조사 사건

학력
2016 : UC Berkeley School of Law(LL.M)
2010: 제39기 사업연수원 수료
200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수료)
2007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0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경력
2010 – 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6 : Linklaters LLP, London office

저서/활동
온라인주석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저)
온라인주석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저)
기관투자자의 Common Ownership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경쟁저널 (공저, 2019, 공정경쟁연합회)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관한 법적 문제: 공정거래법과
형법의 관점, BFL 제91호(공저, 2018, 서울대학교 금융법
센터)
디지털 시장의 특성과 경쟁법 적용: 이론과 사례분석,
2018년 LEC 연구보고서(공저, 201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