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혁 변호사는 200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M&A/PEF 등의 지분 투자

/ JV의 설립 등 다양한 유형의 거래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 법

무법인 가온의 설립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적대적 기업인수를 포

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 경영권 분쟁들과 관련하여 인수 / 방어 전략의

수립부터 인수 / 방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처분 및 소송, 그리고 최종적인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처분

및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밖에 김 변호사는 회사 관련 일반 법

률자문 업무도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Email. khkim@gaonlaw.com

Tel. 02-3452-5216

Fax. 02-3446-5700

김규혁
대표변호사/기업자문



미국 Columbia 로스쿨 법학석사 (LL.M.) (20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세법) (2003)

사법연수원 수료 (제31기, 2002)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1999)

학력

법무법인 가온 기업자문 부문 대표변호사 (2020.10.~현재)

법무법인 가온 파트너변호사 (2017~현재)

법무법인(유) 세한 파트너변호사 (2015~2016)

법무법인(유) 현 파트너변호사 (2014)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2005~2014)

법무부 공익법무관 (2002~2005)

M&A / Minority Investment / Joint Venture

적대적 M&A / 경영권 분쟁

회사 지배 구조

회사 일반 자문

경력

업무분야

M&A / 투자 / 기업금융

태평양제약의 제약사업부문을 한독에 양도하는 영업양도 거래(양도인측 자문)

사조그룹의 파산회사 화인코리아의 영업양수거래(양수인측 자문)

웹젠 지배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구)NHN게임즈에 양도하는 거래(양도인측 자문)

IMM Investment 등의 캐프 지분투자(투자자측 자문)

IMM PE 등의 셀트리온제약 지분투자(투자자측 자문)

IMM Investment 등의 마이다스 지분투자(투자자측 자문)

한독과 TEVA 사이의 JV 관련 자문(한독측 자문)

한독의 제넥신 지분투자(투자자측 자문)

한독과 Sanofi-aventis 간의 지분 매각 거래(한독측 자문)

NHN(구, NHN엔터테인먼트)의 NHN벅스(구, 네오위즈인터넷) 인수 거래 (양수인측 자문)

SM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팀모델 지분투자(투자자측 자문)

SM엔터테인먼트의 IB월드와이드 지분투자(투자자측 자문)

GS홈쇼핑의 NHNPAYCO 지분 투자 (NHNPAYCO측 자문)

코스닥상장회사 I사 M&A [양도인(최대주주)측 자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Y사(코스닥상장회사) 발행 CB 투자(투자자측 자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P사(비상장회사) 발행 RCPS 투자(투자자측 자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V사(코스닥상장회사) 발행 CB 투자(투자자측 자문)

S펀드의 비상장회사 D사 발행 RCPS 투자(D사측 자문)

산업은행의 초기 바이오회사 발행 RCPS 투자 (바이오회사측 자문)

코스피 상장회사 N사의 비상장 F사에 대한 지분 투자(투자자측 자문)

비상장회사 M사 인수 자문(양수인측 자문)

업무
수행이력



적대적 기업인수 / 경영권 분쟁

사조그룹의 (구)오양수산(현 사조오양) 적대적 인수 프로젝트 (사조그룹 자문)

네오웨이브 등의 웹젠에 대한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한 대응 (웹젠 자문)

M자산운용사 적대적 인수 프로젝트 (인수자측 자문)

S산업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측 자문)

비상장 A사의 최대주주 – 투자자간 분쟁(최대주주측 자문)

비상장 B사의 최대주주 – 투자자간 분쟁(투자자측 자문)

기타 각종 경영권 분쟁 소송

그 밖의 자문

회사 일반 자문 업무

회사 지배구조 관련 자문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