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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요약
곽태선 선임미국변호사는 에스앤엘파트너스에서 일반 기업법무를 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국제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
습니다. 곽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오랜 투자 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지배구조 전문가입니다. 곽 변호사는 뉴욕 소재 국제법률사무소인
Coudert Brothers에서 5년간 다국적 기업들의 차관, 합작투자, M&A 거래에 관하여 자문했습니다. 그 후 베어링증권에서 조사부장
겸 부지점장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기여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에셋코리아(현 베어링자산운용)을 파트너쉽으로 설립하고 25
년 동안 자산운용 규모를 11조원까지 키웠습니다.
곽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해왔습니다. 한국투자공사에서 4년간 민간 운용위원회 위원 겸 투자소위원회 의장으로 대체투자
경험을 했 고, ㈜케이티에서 3년간 사외이사 겸 공정거래소위원회 의장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체험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장
기투자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최근에 한국 시중은행과 홍콩 기업간의 전환사채 분쟁 사건에 국제중재인(co-arbitrator)으로 활약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기업지배구조, 금융, 기업자문

학력
1976

미국 Pennsylvania주 upper Merion 고등학교

1980

미국 Columbia College 역사학과 졸업 (B.A., magna cum laude)

1984

미국 Harvard Law School 졸업(J.D.)

20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과대학졸업 (법학사)

주요경력
1984 – 1988

국제법률사무소인 Coudert Brothers(New York and Hong Kong) 근무 : 국제상사거래, 계약, 독
점금지법, 상장 폐지, 합작법인 설립, 파산 및 private equity 투자 관련 업무

1988 – 1991

베어링증권 조사부 부장 겸 부지점장

1992 – 1996
1996 – 2016

에셋코리아(주) 근무: 상무이사로서 한국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 및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한 조사 및 자
문 제공
베어링자산운용(2013년 전에는 SEI Investments, MetLif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이 투자한 세이에셋코리아 자산운용)에서 대표이사로 근무 : 이 기간 동안 수탁자산을
3,000억원에서 약 11조원으로 증가시켰음

2001 – 2002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장기투자 정책위원

2005 – 2008

㈜케이티 사외이사 겸 공정거래 소위원회 의장

2005

한국이사협회 제8기 이사교육 정규프로그램 수료

2005 – 현재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사외이사

2008 – 2012

한국투자공사 민간운용위원회 위원 겸 투자소위원회 의장

2008 - 2016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사외이사

2013 – 2016

홍콩 소재 베어링자산운용아시아㈜ 이사

2018 – 현재

에스앤엘파트너스 선임외국변호사

2018 – 현재

Re-Imagining Cities Foundation 자문위원

2019 - 현재

아산나눔재단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2020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국제중재인

2021- 현재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해외인수금융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강연 및 저서
토론자: 아세아-오세아니아 자산운용협회 컨퍼런스 (2014. 3)
토론자: 씨티은행 ‘저축에서 투자로’ 박람회 (2005. 3)
발표자: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2002 Mutual Funds and Investment Management in Asia Conference (2002.
11)
토론자: 국민연금 ‘투자정책과 주주권 행사’ 세미나 (2001. 10)
기고문: 매일경제 마켓레이더 ‘중국의 SOC투자확대 효과’ 등 총 9회 (2014. 9 – 2015. 1)
공동저자: Guide to Global Stock Markets (chapter on the Korean market), Probus Professional Publishing, 1991

수상
1997년부터 2018. 1월까지 자산운용 관련 수상을 45회 했습니다. 대표적인 수상만 나열했습니다.
• KG제로인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대한민국 펀드 대상 및 배당주식 부문 최우수상 (2018. 1.)
• Asian Investor 대한민국 어워즈: 국내 채권부문 최우수 운용사 (2016. 6.)

자격 / 소속
1985

언어
한국어, 영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