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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Best Lawyer in America, Best Lawyers, 2014, 2015
Legal 500, 2010-2014
Legal Elite, SmartCEO Magazine, 2011
경력
위성관련 법률자문


AsiaSat. GeoMetWath 와의 페이로드 계약 건과 관해 AsiaSat 에게 상법, 금융 및
수출관리 관련 법률자문



Iridium. 페이로드 계약 건에 관해 상법 및 정부계약 관련 법률자문



Satmex. 페이로드 계약 건에 관해 상법 및 정부계약에 관련 법률자문



Eutelsat America. E172A 위성 및 FCC 문제와 관련한 규제 법률자문



EchoStar. 잠재적인 M&A 건에 관해 상법 및 FCC 관련 자문



TerreStar. 무담보채권자위원회에 FCC 및 위성산업 관련 법률자문



GE Satellite. VSAT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Satlynx 를 Trustcomm 에 판매하는 건에
관해 FCC 및 국가간 규제 관련 법률자문



SES World Skies. FCC 규제 관련하여 위성회사 SES World Skies 에 법률자문



O3b Limited. FCC 규제 관련하여 위성회사 O3B 에 법률자문



Intelsat. 유럽사모기업체인 BC Partners 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위성서비스
회사인 Intelsat 의 지분컨트롤링 인수 건에 관해 FCC 및 CFIUS 관련 법률자문



GE Satellite. SES 위성 재산 인수 건에 대해 상법 및 규제 관련 법률자문제공



DirecTV. Hughes 로부터 DirecTV 인수건 관해 News Corp 에 FCC 규제에 관해
관련 법률자문



Inmarsat. 세계에서 가장 큰 위성서비스 제공업체인 Inmarsat 를 위한 경매를
위해 Apollo Management 에 FCC 규제법률자문 제공



COMSAT. 상법 및 FCC 규제 관련 법률자문제공 Lockhead Martin 에 매각하는 건에
관해 COMSAT 에 상법 및 FCC 관련 법률자문



Gilat Satellite Networks Limited. GE 로부터 Spacenet 의 인수 건에 관하여 Gilat
Satellite Networks 에 상법 및 규제 관련 법률자문 및 Spacenet 에 FCC 규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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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변호사로서 몇 년간 자문업무 제공


Telenor. Telenor 위성서비스 경매 관련하여 Caprock Communications 에 상법 및
FCC 규제 법률자문 제공



Sirius Satellite Radio. 위성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한 문제에 관련하여 FCC 규제
법률자문제공



Protostar. 아시아지역에 직접위성수신방식을 제공하는 위성회사인
Protostar 고수익기업채권발행 관련하여 Wall Street 투자은행에 자문제법률자문 및
Protostar 가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위성궤도우선권에 관하여
공채증서소유자들에게 법률자문



Celsat America. Celsat America 에게 모바일 위성 서비스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FCC 로부터 S-band 라이선스의 성공적인 경매를 위한 FCC 규제법률자문



ICO Global. Wall Street 투자은행에 휴대폰의 선구자인 Craig McCaw 의 지지를
받는 S-band mobile 위성서비스 시스템인 ICO Global 투자관련하여 법률자문 제공



Virtual Geo. 사모기업체에게 현재 지구정지궤도에서 작동중인 ku-bank 시스템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일반적인 ku-band 주파수가 작동하게 하도록 하는 독특한
위성구조를 제안하는 Virtual Geo 회사에 투자 관련하여 자문업무 제공



WorldSpace. 사무기업체에게 미국 외 지역에 위성라디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위성디지털오디오/라디오 서비스 시스템인 WorldSpace, Inc.투자 건에
관련하여 법률자문제공



StarQuest. 스타트업위성회사에 미국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성궤도 취득에
관해 법률자문 제공

무선 Wireless 관련 법률자문


Sikorsky. 다양한 FCC 및 스펙트럼 이슈에 관하여 FCC 및 정부계약 관련 법률자문



Xsight. X sight System 에 76-77 GHz 주파수범위관련하여 규칙제정 진행 FCC 관련
법률자문



SDG&E. Smart Grid Project 를 위해 NexWave 로부터 무선스펙트럼 인수 건
관하여 상법 및 FCC 관련 법률자문



Suncom. 상당수 지분의 Suncom Wireless 인수 건과 T-mobile 차후 판매 건에
관하여 Highland Capital Management 에 상법 및 FCC 규제 관련 법률자문



Newcomm. 푸에토리코 wireless 제공업체인, Newcomm Wireless 인수 건에
관련하여 사모펀드에게 상법 및 FCC 규제관련 법률자문



Clearwire. Wall Street 투자은행에 브로드밴드 프로바이더인 clear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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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의잠재적 지분과 관련하여 FCC 규제 법률자문


Duke Energy. Duke energy 가 인수 시 Cinergy 가 소유한 wireless 라이센스 컨트롤
이전과 관련하여 FCC 규제 관한 법률자문



Sempra Energy. Sempra Energy 가 인수시 Energysouth 가 소유한 wireless
라이선스 컨트롤 이전과 관련하여 FCC 규제법률제공



위성라디오 소비자장치에서 라디오주파수 전송기로 인한 잠재적인 전파방해와
관한 FCC 조사에서 두 장비제조사를 대리함



고급무선서비스 스펙트럼을 위한 FCC 경매 66 번 사례에 관해 Wall Street
투자은행에 전략 및 FCC 규제 관한 법률자문제공



새로운 스펙트럼을 위한 방송 보조서비스사업자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사모그룹과
위성회사에게 FCC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방송매체관련 법률자문


Will.I.Am. 새로운 상품과 관련하여 Black-eyed peas 의 Will.I.Am 에게 FCC 규제
관해 법률자문



Samsung. 지적재산권 콘텐츠를 전하는 새로운 자막방송에 대한 자격조건과 관련
FCC 규제에 관해 법률자문



Rio 2016. 방송배분문제와 관련하여 2016 년 리오 올림픽 조직위원회 프레젠테이션



TV5. Pilipinas Global Network(TV5)에 DISH 네트워크와의 국제제휴계약서
관련하여 상법 및 FCC 규제 법률자문



Halogen TV. 잠재적인 TV 인수 건에 관해 Halogen TV 에 프레젠테이션



CineMaya Media. CineMaya Media 에 라디오프로젝트 관련 상법 및 FCC 규제
법률자문



Pappas. Comerica 은행에 Papas Telecasting 의 부도 건과 관련하여 FCC 규제
법률자문



Bank of America. LA 에 있는 TV 방송국 인수 자금조달 건과 관련하여 Bank of
America 에 FCC 규제 법률자문



Lincoln Financial Group. 라디오자산매각과 관련하여 Lincoln Financial Group 에
상법 및 FCC 규제관련 법률자문



Malara Broadcasting Group. 두 개의 시장에서 Granite 방송국과 함께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Malara 방송국의 대출 자금 재융자 관련하여 상법 및 FCC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



White Knight Broadcasting. White Knight 방송국과 함께 여러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television broadcaster Communications Corporation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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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 건 관련하여 법률자문 제공



Radio Unica. Radio Unica 가 1996 년에 설립되고 매각을 통해 Multicultural
Broadcasting 에 인수되는 2004 년까지 상법 미 규제관련 법률자문. 또한, 13 개의
다른 시장에서 AM 라디오방송국의 인수건과 1999 년에 기업 최초의 주식공개 와
진행 중에 있는 1999 년부터 2004 년 까지 다양한 방면의 라디오사업 관련하여 규제
건 법률자문



Univision Communications. Univision Communications 의 경매 건과 관련하여
PEF 인 Carlyle Group 과 KKR, Bain Caplital 에게 FCC 규제관려하여 법률자문



Border Media Partners. 남쪽 텍사스 국경지역에 라디오방송국자산 관련하여
Border Media Partners 에 법률자문. 또한 탤런트 계약 건과 관련하여서도 법률자문



Zavaletta Broadcasting Group. 남쪽텍사스국경지역의 라디오방송국자과 관련하여
Zavaletta 방송국그룹에 상법 및 FCC 규제법률자문



Clear Channel Communications. Clear Channel Communications 경매와 관련하여
KKR 에 FCC 규제 관련 법률자문



Tribune Broadcasting. Tribune 방송국 경매와 관련하여 Carlyle Group 에 FCC 규제
법률자문



FOX. “Married by America”라는 성추행사건 에서 FOX 방송국을 변호하며 다양한
FCC 규칙제정 및 시행 관련하여 FOX Television network 와 Fox Cable 에게
FCC 규제 관련하여 법률자문



Beasley Broadcast group. 국립라디오방송국 인수 건으로 Beasley Broadcast
group 에 상법 및 규제관련 법률자문



Sound Media. Citadel Broadcasting 으로부터 라디오방송국 인수 건과
관련하여 Sound Media, Inc.에 상법 및 규제 법률자문



Gray Television. 방송국 매각 관련하여 Gray Television 에 상법 법률자문. 온라인
기획에 관하여 FCC 규제 관련 법률자문



Frank Washington. 캘리포니아 사크라멘토의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과 인수권과
관련하여 Frank Washington 에 상법 및 FCC 규제 법률자문. 또한, WJBR,
Wilmington, Delaware 라디오 방송국의 매각과 같은 다양한 방송국 투자에
관하여도 Mr. Washington 에 상법 및 규제 관련 자문.



Jewell Television. KLST TV 방송국을 Nexstar 방송국에 매각하는 건에 관해 Jewell
Television 에 상법 및 FCC 규제 법률자문



ION Media. ION Media 인수 건과 관련하여 투자은행에 FCC 규제 법률자문



CBS, NBC, FOX. FCC 의 2003 년 매체들 간의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활동에서 CBS, NBC, FOX 를 공동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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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US 관련 법률자문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SRA 인수 건과 관련하여 Providence Equity Partners 에게 CFIUS 와 FCC 관련
법률자문



NTT DATA Corporation 인수 건 관련 Keane International 에게 CFIUS 관련
법률자문 제공



세계에서 가장 큰 위성서비스제공업자인 Intelsat 의 지분 컨트롤링 인수 건에
관하여 유럽사모그룹 BC Partners 에게 FCC 와 CFIUS 관련 법률자문 제공

기고
중국 Outbound 뉴스레터 – 2014 년 9 월
2014 년 9 월 17 일
Thomson Reuters Westlaw, 2013 년 Aspatore 도서 중
Inside the Minds: 통신법의 최근 발전 (c):
“국내 국외 통신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 준수” 기고.
“위성수출규제완화”, Law 360, 2014 년 5 월 4 일
“CFIUS2010 연차보고서 중요 세부사항”, The Deal, 2012 년 1 월 25 일
18 회 국제통신사회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중국의 통신사업에서의 국외투자: 현재기회,
잠정적인 장벽 그리고 미래전망”, 2010 년 6 월 28 일
“Twenty Years of Via Satellite: 상업위성산업이 어떻게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나?” 를
포함한 Via satellite 잡지에 정기적으로 연재 (2006)
2005-2006 무선통신의 올해, 통신 방침 및 규제에 관한 24 번째 연간협회 기고(2006)
FCC 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거래에 관한 법률견해: 경제학적 접근, 51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773 (1999)
FCC(연방통신위원회) 법률 블로그
“CFIUS 에 비추는 빛: 항소법원 CFIUS 헌법적 절차의 부족함에 대한 평가에 반박하다”,
2014 년 6 월 18 일
“대법원, Aereo 에 저작권법 위반판결” 2014 년 6 월 30 일
“또 다시 위반: FCC 는 망중립성의 개조에 관한 비평을 요구하다”, 2014 년 5 월 16 일
“Regulatory Reminder: 연간 CVAA 4 월 1 일까지의 준법증명서”, 2014 년 2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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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96 – FCC 의 다가오는 H Block Spectrum Auction 를 위한 준비”, 2013 년 8 월 28 일
“FCC 는 방송국 사업자들의 외국인 간접투자에 25% Cap 올리는 제안을 고려하다”,
2013 년 4 월 22 일
“Regulatory Reminder: 연간 CVAA 4 월 1 일까지의 준법증명서”, 2013 년 3 월 26 일
“FCC 는 고급통신서비스공급업체와 장비제조사에게 CVAA 기록관리의무와
준법지원증명를 상기시키다”, 2013 년 2 월 12 일
“FCC 의 새로운 방송자막 규칙 시행” 2012 년 9 월 7 일
“제안된 위성수출규제 완화 건이 미국위성사업에 이득이 될 수 있는가?”, 2012 년 5 월 1 일
“FCC 는 DISH 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제안하다”, 2012 년 3 월 23 일
“CFIUS, 연간보고서 국회에 제출”, 2012 년 1 월 30 일
“FCC, 논란이 되는 망중립성 규칙 승인”, 2011 년 1 월 4 일
“FCC 와 FDA 의사소통과 의류시스템의 수렴에 집중”, 2010 년 8 월 4 일
“FCC 망중립성 소송에서 패배”, 2010 년 4 월 7 일
“FCC 망중립성 규칙제정 개시”, 2009 년 11 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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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참여, 우주와 전자통신 사이에 혼선, 항공우주법, 미국변호사협회 포럼, Washington,
D.C., 2014 년 6 월
중재자참여, 부족정부 전자통신 장애물과 기회, NAFOA 컨퍼런스, New Orleans, LA,
2012 년 3 월
패널참여, 스펙트럼과 MSS 네트워크 미래에 대한 영향에 관한 공방, 위성 2012 컨퍼런스,
Washington, D.C., 2012 년 3 월
샌디에고 데일리에 George Chamberline 과 Michael Altshcul, Brain Weimer 와의 인터뷰
기재됨, San Diego, CA, 2011 년 10 월
패널참여, 새로운 10 년동안의 기회와 위협, 위성 2010 컨퍼런스, Washington, D.C.,
2010 년 3 월
중재자참여, 위성, 방송, 케이블 TV 와 위성 2007 컨퍼런스, Washington, D.C., 2007 년 2 월
패널참여, 하이브리드 무선 기술, 국제위성컨퍼선스 & 엑스포, San Diego, CA, 2006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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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참여, 위험한 사업에서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성 2006 컨퍼런스, Washington,
D.C., 2006 년 2 월
패널참여, 모바일 위성: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기회, 위성 2005 컨퍼런스, Washington,
D.C., 2005 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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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참여, 정보통신 계약 건: M&A, 규제와 자금조달 이슈, 법률연수고, New York,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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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변호사들과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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