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도 형    Do-hyung Kim  /  金度亨         

현직 
생년월일 :  1964년 3월 16일
근 무 처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직    위 :  파트너 변호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길 8, 10층

     (역삼동, 아이콘빌딩)
이 메 일 :  dhkim@lawfirmclass.com
전    화 :  02-555-5007
팩    스 :  02-555-5008 

학력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1993.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미국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LL.M.)



경력
199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5)
1995.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2)
2002.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13)
2007.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08)
2009.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12)

큐브 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
             2014.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16)

2016. 법무법인(유한) 현 파트너 변호사 (~2023)
2023.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 (~현재)

활동내역

M&A 및 자문
*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2007-2013)
* IHQ의 CU미디어, 큐브 인수, 김종학프로덕션 인수시도 (2013)
* 대길산업의 IMM에 대한 지분매각 (2013)
* 우리 파이낸셜과 인도 마힌드라의 합작 (2013)
* 우리카드의 배구단 인수 (2013)
* 크라운제과의 베이커리 사업 정리 프로젝트 (2013)
* 롯데월드 중국 심양 투자 (2012-2013)
* 위다스 등의 상장폐지 실질 심사 자문 (2009-2013)
*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교보생명보험 지분 매각 (2012)
* 롯데백화점의 인도네시아, 중국 및 러시아 개점 건 (2010-2012)
* 우리금융지주의 공익법인 설립 (2011)
* 동부그룹의 렌터카 회사 인수 (2010)
* 롯데쇼핑, 롯데자산개발의 베트남 랜드마크 빌딩 인수 자문 (2009)
* 크라운제과의 해태제과 인수건 (2008)

* 주성엔지니어링의 한국, 중국 및 인도 태양광발전 설비 관련 합작투자 



(2008)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프로젝트 (2008)
* 우리은행의 우리카드, 우리종금 합병 (2007)
* 정리회사 충남방적주식회사 매각 (2007)
* 정리회사 진로 매각
* 한화유통의 슈퍼사업 매각
* 칼라일 그룹의 유선방송사업자 HCN 지분인수 자문 (2006)
* 예금보험공사의 한마음 저축은행 매각 (2006)
* 삼성종합화학과 토탈그룹의 삼성토탈 합작 (2005)
* 서울음반 인수 (2005)
* 롯데쇼핑의 미도파백화점 인수 (2004)
* SKTelecom의 두루넷 전용망, IHQ, 서울음반, 모닝365, 알라딘 인수, JYP 
인수시도 (2003)
* 이스트아시아 지분 매각 
* 한화종금 관련 적대적 M&A
*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합병
* 제일은행 및 서울은행 매각
* 롯데마트의 점포개발 프로젝트 다수
* 대한생명 및 신동아화재 매각

소송
* 크라운제과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2015)
* 롯데케미칼의 탱크터미널 계약 관련 소송건 (2013)
* 파이버프로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2012)
* 롯데상사의 미주지사 횡령, 배임 사건 (2011)

수상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