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소개 About LawFirm

법무법인 신원은 기업법무, 건설/부동산, 엔터테인먼트, 

금융/M&A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소개

법무법인 신원은 기업법무, 건설/부동산, 엔터테인먼트, 

금융/M&A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각자의 특화된

전문성을 무기로 하여, 보다 밀착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들로부터 만족과 신뢰를 얻는 것을 목표로

2012년 1월 설립된 법무법인입니다. 

대형로펌, 대형건설사 사내 변호사, 재조 경력 등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실력과 그 동안 쌓아온 전문성, 사건수행 경험 및

업무에 대한 열정을 통하여, 한 발짝 앞선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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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Contact us

SHINWON Law Firm 3

도로명 주소 (0664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33, 허브원빌딩 402호, 502호

영문 주소 402 & 502 HUB 1-Bldg., 33, Seocho-daero 48-gil, Seocho-gu, Seoul Korea 06645

(지번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0-1, 허브원빌딩 402호, 502호

전화(402호) 02-523-0232 팩스 02-523-0224 

전화(502호) 02-2058-3470 팩스 02-2058-3471

주차안내 건물 지하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대표 이메일 lawsw@lawsw co.kr



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장훈고등학교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제40회)

- 법무법인(유한)한결 구성원 변호사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석사 (LL.M.)

-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자격 취득

- 법무법인 신원 대표 변호사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990

1997

1998

2001 ~ 2011

2009

2010

2012~현재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시네마, 문화방송, 씨네21, 명필름, 강제규필름, 청년필름, 

씨네2000, 튜브엔터테인먼트, 영화사 싸이더스, 영화사 봄, U필름, 영화사 스폰지,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사 청어람, 

디씨지플러스, 화인컷, 나무엑터스, 별모아 엔터테인먼트, 케이블티브이VOD, 

CJ창업투자, 원익투자파트너스, 포커스투자자문 등

이메일

djlee@lawsw.co.kr

주 분야

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이동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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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청석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제30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 부산지방법원 판사

-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

- University of San Francisco, LL.M.

- 캘리포니아 주 한국법 자문변호사 등록

- 법무법인(유한) 한결 구성원 변호사

- 법무법인 신원 구성원 변호사

- 현대증권 사외이사

1985

1988

1989

1991

1994

2001

2002

2011

2016~현재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이메일

sijang@lawsw.co.kr

주 분야

금융, 기업자문, 부동산

장시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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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창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제42회)

-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영진 변호사

- 법무법인 신원 구성원 변호사

1990

1997

2000

2003~2011

2011~2012

2012~현재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대우종합기계, 대우정밀, 대우일렉트로닉스, 대림수산, 이트로닉스 법률실사, 

대한전선, 에스텍시스템, 무주기업도시,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서울농수산물공사, 

노량진수산 등 다수 기업 자문 및 일반 민.형사 다수

이메일

thkim@lawsw.co.kr

주 분야

금융, M&A, 회사법

김태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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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부산 동아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제44회)

- 제34기 사법연수원 조세법 학회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

- 법률사무소 조은

- 법무법인 신원 구성원 변호사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 국무조정실 정책점검자문단

-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지정 심사위원

- 무역조정지원법 세부 운영 방안 및 창업 절차 간소화

및 창업 비용 절감 방안 연구 용역

- 저서 : 조세법판례집 및 기초법률 실무교육과정

1988 

2005

2002

2003

2005~2007

2007~2010

2010~2011

2011~2013

2014~현재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삼성생명, 하나은행, 우리투자증권, ㈜신안상호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자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케이엔터테인먼트그룹, 대한토지신탁㈜, 

한국공탁서비스㈜, 등 민, 형사 및 유류분 등 상속 관련 소송 수행

이메일

yhpyo@lawsw.co.kr

주 분야

상속, 금융, 가족법, 일반 민사

표용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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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제44회)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

- 법무법인 신원 구성원 변호사

- 한국공법학회 회원

- 행정판례연구회 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00 

2008 ~ 2018

2018 ~ 2018

2018~현재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태안유류오염 법률지원단,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책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심의위원회위원, 

BMW 화재 및 리콜 차량 공동소송

이메일

shsung@lawsw.co.kr 

주 분야

기업자문, 소송

성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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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제44회)

- 법무관 (인천지검, 서울고검) 

-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

- 법무법인 신원 구성원 변호사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고문변호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

- 한국MCN협회 자문위원

-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자문위원

-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고문변호사

- 미스코리아조직위원회 고문변호사, 2013 미스코리아 본선 심사위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CBS, 노컷뉴스 고문변호사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운영 프로젝트 전문가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3.0 자문위원, 정보공개 심의위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강의 (문체부)

2002 

2005 ~ 2007

2008 ~ 2011

2012~현재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홈플러스, 현대건설,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CJ헬로비전, 

롯데쇼핑(시네마사업본부), 명필름, 인터파크, 영진약품, 삼성화재, MBC, 한겨레신문, 

CBS, 노컷뉴스, 한국벤처투자, 삼성중공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더그루브엔터테인먼트, 아이오케이컴퍼니, 자유엔터테인먼트, 이든나인, 

뷰티한국(미스코리아 조직위), 네오브이, 경찰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공항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골드에이엠씨, 화인파트너스, 애니플러스(방송국), 미디어앤아트, 

케이에이치컴퍼니(망고식스), 맛있는푸드(나인로드피자), 윈스,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넷매니아, 디아지오코리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로고스필름,  JK필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한국저작권위원회, 엔에이피엔터테인먼트, 

노만엔터테인먼트, 아폴로픽쳐스, 시선그룹(MICHAA), 케이블 TV VOD, 동작신용협동조합, 

텐아시아(한국경제신문), 바이오지노코리아, 스타크루이엔티, 오스카엔터테인먼트, 

미디어앤아트(반고흐 전시), 에넴, 카카오엠(아이유), 파트너즈파크(한예슬), 코스윌,

미스틱스토리(구 미스틱엔터테인먼트) 등

이메일

jwkim@lawsw.co.kr 

주 분야

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기업자문

김진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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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금천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제46회)

- GS건설 법무실

- 서울 지방변호사 사내변호사회 간사

-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수료

- 주거환경연구원 연수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률전문가 과정 연수

- 법무법인 신원 구성원 변호사

- 한국수자원공사 자문위원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자문위원

- 학교법인 보문학원(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보문중고등학교) 이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 취득

- 경기도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993

2000

2004

2007 ~ 2010

2010 ~ 2012

2013

2016

2012 ~현재

2018 ~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현대건설,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 서희건설, 성지건설

동부건설, 대원,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자이에스앤디(변경 전 상호 이지빌)

교문주택조합, 디아지오코리아,상도134지역주택조합,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엔씨타스, 엘지화학, 케이에이치컴퍼니(망고식스), 대림종합건설, 제일건설(풍경채) 

남광토건, 극동건설, 서영건설PLUS-서영개발, 동양건설(동양파라곤)

이메일

chgkim@lawsw.co.kr

주 분야

건설, 부동산, 금융, 기업자문

김칠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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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마산 창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제48회) 

-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

- 법무법인 신원 구성원 변호사

1993

2000

2006

2009 ~ 2010

2010 ~ 2013

2014~현재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바로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현대증권㈜, ㈜하나자산운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고덕주공1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엘지유플러스, 

㈜서희건설, ㈜바른디앤디, ㈜에스큐브아이, ㈜봄티비카드, 생명마루한의원,

한림기계㈜

이메일

jychoi@lawsw.co.kr

주 분야

금융, 건설, 기업자문

최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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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수원 효원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

- 유니에셋 부동산금융사업본부

- 하나자산운용(구 다올부동산자산운용)투자운용본부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제1회)

-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 법률사무소 명률 변호사

-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1997

2001

2003 ~ 2005

2006 ~ 2009

2012

2012 ~ 2015

2015 ~ 2017

2017

2017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이메일

nhkim@lawsw.co.kr

주 분야

금융, 건설, 부동산

김남훈 변호사

SHINWON Law Firm 12

바로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KB증권㈜, 부국증권㈜, ㈜하나자산운용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러빙토리 등

mailto:nhkim@lawsw.co.kr


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신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제52회)

- 사법연수원 수료 (제42기)

- 수원지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복지재단 법무관

-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2003

2010

2013

2013 ~ 2016

2016 ~현재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지에스건설, 서희건설, 대선건설,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농협은행

자이에스앤디(변경 전 상호 이지빌), 케이블티브이VOD, 미디어앤아트, 로고스필름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시, 디아지오코리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

다수 법률자문 및 민사, 형사, 행정 소송 수행

이메일

pjkim@lawsw.co.kr

주 분야

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건설

김평중 변호사

SHINWON Law Firm 13



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숙지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제3회)

-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 주거환경연구원 연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 취득

2006

2011

2014

2014 ~현재

2016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지에스건설,태영건설,홈플러스, 자이에스앤디(변경 전 상호 이지빌), CBS/노컷뉴스

경찰청,케이에이치컴퍼니,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한국자산관리공사,메세나폴리스,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엔에이피엔터테인먼트

노만엔터테인먼트,윈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한국저작권위원회

아폴로픽쳐스, 미디어앤아트, 동작신협협동조합 등 다수

이메일

shlee@lawsw.co.kr

주 분야

가족법, 상속, 엔터테인먼트, 건설

이소희 변호사

SHINWON Law Firm 14



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태성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제54회)

- 사법연수원 수료 (제44기)

-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2001

2012

2015 ~현재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서희건설,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싸이더스, JK필름, 

명필름, 한국자산관리공사, 골드에이엠씨 등 다수

이메일

khlee@lawsw.co.kr

주 분야

건설, 기업자문, 엔터테인먼트

이기환 변호사

SHINWON Law Firm 15



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대구 영신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제44기)

-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2003

2013

2015 ~현재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엘지유플러스, 서희건설, 홈플러스

이메일

jypark@lawsw.co.kr

주 분야

건설, 금융, 상속

박정융 변호사

SHINWON Law Firm 16



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순천 매산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제3회)

- 법무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난민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

-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2007

2011

2014

2014 ~ 2017

2017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이메일

hsgwak@lawsw.co.kr

주 분야

엔터테인먼트/지적재산권, 금융, 공정거래

곽호성 변호사

SHINWON Law Firm 17

명필름, JK필름, 영화사 싸이더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구 CJ창업투자), 

에스텍시스템 등 다수



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청주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법.행정연계전공, 경영학 부전공)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제6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부법무공단(조세팀), 검찰일반/심화 실무수습

-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2008

2013

2017

2015 ~ 2016

2017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이메일

jhlim@lawsw.co.kr

주 분야

건설/부동산

임주희 변호사

SHINWON Law Firm 18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서희건설,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이에스앤디(변경 전 상호 이지빌)등



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과천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제6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육군본부, 

서울서부지방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2007

2014

2017

2014 ~ 2016

2017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이메일

nrkim@lawsw.co.kr

주 분야

엔터테인먼트/지적재산권, 기업자문/소송

김나라 변호사

SHINWON Law Firm 19

홈플러스, CJ헬로비젼, CBS, 노컷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미디어앤아트, 애니플러스, 아폴로픽쳐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노만엔터테인먼트,

동작신협협동조합, 바이오지노코리아 등



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신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제7회)

-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2008

2015

2018

2018 ~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이메일

hmpark@lawsw.co.kr

주 분야

엔터테인먼트/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박현민 변호사

SHINWON Law Firm 20

네오프레임, 윈스, 코스윌, 위메이드/전기아이피, CBS,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경찰청,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미디어앤아트, 명필름



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 수의사 면허증 취득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제7회)

-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2006

2014

2018

2018 ~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이메일

nryang@lawsw.co.kr

주 분야

엔터테인먼트/지적재산권

양나래 변호사

SHINWON Law Firm 21

CBS, CBSi, CBS라이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한국자산관리공사, 

미디어앤아트, 위엔터테인먼트 등



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법무법인 신원 미국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한결 미국변호사

- 법무법인 한울 한국 본사 Immigration & Foreign Law Group 총괄 변호사

- 법무법인 한울 San Francisco, Los Angeles 협력 사무실 운영

- Bae, Park & Jang, a PLC 파트너 변호사 (미국 실리콘밸리 & 로스앤젤레스)

- Law Office of James J. Park 대표변호사 (미국 실리콘밸리)

-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법원 서기, 워렌 판사

- California 주 변호사 자격 취득

- University of San Francisco, School of Law, Juris Doctor(JD) 

- Dow Chemical Reliability Engineer

- 미국 포드 자동차 및 General Dynamics 사 Engineering Internship 수료

- University of Washington Mechanical Engineering

2014 ~현재

2010 ~ 2013

2003 ~ 2010

2002

2001

1997

1996 ~ 1997

1996

1993 ~ 1996

1990 ~ 1994

1988 ~ 1990 

1985 ~ 1990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이메일

jamespark@lawsw.co.kr

주 분야

국제투자/금융/조세, 기업의 미국

진출 자문, 미국 비자 및 이민

박준원(James J. Park)

미국변호사

SHINWON Law Firm 22



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연변대학 임상의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대학원 면역학과 졸업

- 청심반도체유한회사 법무팀

- 중국 사법시험 합격

- 중국 로펌 Bosen 변호사

- 법무법인 신원 중국변호사

2003

2006

2006 ~2008

2011

2012

2015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이메일

주 분야

중국 진출 기업 자문

김효영 중국변호사

SHINWON Law Firm 23



구성원소개 Member Introduction

학력 및 경력

- 용산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 ㈜새서울철도 대표이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한국철도협회 회장

- 법무법인 신원 고문

1975

1979

1979

2008

2012

2014

2016

2019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

이메일

yikang@lawsw.co.kr

주 분야

건설

강영일 고문

SHINWON Law Firm 24



건설/부동산 Construction / Real Estate

법무법인 신원은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과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개

법무법인 신원은 건설회사 사내변호사 경력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건설부동산 분야에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및

그 해소를 위해 각종 자문 및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토목, SOC, 건축,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사업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개발, 시행 및 시공, 하도급 관련 분쟁, 시행사와 시공사간 설계변경 등 공사대금 분쟁, 

수분양자와의 분쟁, 준공, 하자보수, 정산 등 사업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유기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건설부동산 관련 PF 및 M&A를 담당하여 오면서 최고의 실적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주요고문 기업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현대건설,대림산업, 서희건설, 성지건설, 동부건설, 자이에스앤디, 제일건설(풍경채)

남광토건, 극동건설, 서영건설PLUS-서영개발,동양건설(동양파라곤)등

협력기관으로 등재

*건설계약관리연구소 : http://www.concm.net/

담당변호사

김칠구 변호사

chgkim@lawsw.co.kr

최준영 변호사

건설부동산 PF담당

jychoi@lawsw.co.kr

김남훈 변호사

건설부동산 PF담당

nhkim@lawsw.co.kr

이기환 변호사

khlee@lawsw.co.kr

김평중 변호사

pjkim@lawsw.co.kr

임주희 변호사

jhlim@laws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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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일 고문

yikang@lawsw.co.kr

박정융 변호사

jypark@lawsw.co.kr



엔터테인먼트/지적재산권

법무법인 신원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랜 경험을 축적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개
담당변호사

이동직 변호사

djlee@lawsw.co.kr

김진욱변호사

jwkim@lawsw.co.kr

이소희 변호사

shlee@lawsw.co.kr

양나래 변호사

nryang@laws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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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원의 엔터테인먼트/지적재산권 팀은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방송, 게임 등 문화 산업의

여러 영역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법무법인 신원은 주요영화사, 음반기획사, 방송국, 게임사와 유명연예인, 프로스포츠인들에 대한

풍부한 법률자문 경험 및 소송 수행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문화 산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법률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고문 및 자문 경력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시네마, 인터파크, MBC, CBS, YTN, 한겨레신문사, 씨네21, 명필름, 강제규필름, 

청년필름, 우주필름, 씨네2000, 튜브엔터테인먼트, 영화사 싸이더스, 영화사 봄, LI필름, 영화사 스폰지,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사 청어람, JK필름, 디씨지플러스, 화인컷, 

나무엑터스, 별모아 엔터테인먼트, CJ창업투자, 원익투자파트너스, 포커스투자자문, 유엔터테인먼트, 

더그루브엔터테인먼트, 로고스필름, 아폴로픽쳐스, 엔에이피엔터테인먼트, 노만엔터테인먼트, 

제이튠엔터테인먼트, 935엔터테인먼트, 원빈, 송강호, 박신양, 배용준, 문소리, 장진영, 강동원,김석훈, 

이주현, 김현중, 임창정, 박상민, 플라이투더스카이, 옥주현, 백진희, 빅마마 소울, 고종수, 최희섭, 

정지훈(비), 카라, 슈퍼주니어 한경, 조인성, 고현정, 블락비, 박주희, 뷰티한국(미스코리아 조직위), 

미디어앤아트(반고흐 전시), 장비천(voice of China),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애니플러스, JK필름,

케이블 TV VOD, 텐아시아(한국경제신문), 스타크루이엔티, 코스윌, 에넴, 카카오엠(아이유),미스틱스토리 등

곽호성 변호사

hsgwak@lawsw.co.kr

김나라 변호사

nrkim@lawsw.co.kr

박현민 변호사

hmpark@lawsw.co.kr



엔터테인먼트/지적재산권

주요 엔터테인먼트 소송 사건 수행 경력
담당변호사

이동직 변호사

djlee@lawsw.co.kr

김진욱변호사

jwkim@lawsw.co.kr

이소희 변호사

shlee@lawsw.co.kr

곽호성 변호사

hsgwak@lawsw.co.kr

김나라 변호사

nrkim@laws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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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X파일 사건 연예인 측 대리

빅마마 vs 빅마마 소울 그룹명 분쟁

한경 vs SM엔터테인먼트

카라3인 vs DSP

영화 “범죄의 재구성”, “아파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가처분 사건

영화 “그 때 그 사람들” 가처분 및 본안 사건

신해철 vs 스포츠 신문 &박둘선 vs 스포츠 신문

영화 “건축학개론” 저작권 침해 사건

영화 “미스터K”, “워낭소리” 분쟁

기타 저작권 분쟁,음반*영화*드라마,연예매니지먼트 관련 분쟁 다수.

주요 영화 및 드라마 자문 경력

영화 “국제시장”, “히말라야”, “건축학개론”, “더킹” 등 다수

SBS 드라마 “리멤버”,  KBS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 “블러드”, “김과장＂

JTBC 드라마 “그녀의 신화”, “맨투맨＂ 등 다수

출간 서적

K-POP 저작권분쟁사례집, 드라마분쟁사례집, 2013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상담 사례집, 

게임분쟁사례집

법무법인 신원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랜 경험을 축적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현민 변호사

hmpark@lawsw.co.kr

양나래 변호사

nryang@lawsw.co.kr



금융/M&A Finance /M&A

법무법인 신원은 축적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에 대한 이해와 법적

대응능력을 통하여 금융 및 M&A 관련 자문,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개
담당변호사

장시일 변호사

sijang@lawsw.co.kr

김태휘변호사

thkim@lawsw.co.kr

표용형 변호사

yhpyo@lawsw.co.kr

김남훈 변호사

nhkim@laws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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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요 고객사

법무법인 신원의 금융팀은 각종 금융, 투자 거래의 특성과 거래구조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금융, 투자 업무에 필수적인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팀은 사업자와 금융기관 및 투자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금융, Project Financing,

구조화 금융, 인수금융 기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에 기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구성원

모두가 진정성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여 다른 로펌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현대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하나자산운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업무분야

M&A, 기업금융, Project Financing, BTL, 구조화 금융, 인수금융 등.

박정융 변호사

jypark@lawsw.co.kr

최준영 변호사

jychoi@lawsw.co.kr

곽호성 변호사

hsgwak@lawsw.co.kr



기업자문/소송 Corporate Advisory / Litigation

법무법인 신원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경영전반에 대한

법적 자문, 분쟁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소개
담당변호사

김진욱 변호사

jwkim@lawsw.co.kr

김칠구변호사

chgkim@lawsw.co.kr

최준영 변호사

jychoi@lawsw.co.kr

이기환 변호사

khlee@lawsw.co.kr

김평중 변호사

pjkim@laws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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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요 고객사

법무법인 신원은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법인 설립 및 운영, 조직 변경, 청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사항, 각종 계약의 협상 및 체결, 인허가 관련 사항 등에 필요한 포괄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 소속 미국, 중국변호사 및 해외 소재 협력 법률 사무소를 통하여

국제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 서비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 대형건설사, 금융권 사내 변호사로서의 경력 등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실력과 국내외

대*중소기업을 비롯하여 정부투자기관, 벤처기업, 각종 금융기관 등과 법률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적인 회사법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인수*합병 절차, 외국인 투자 및 합작회사 설립 절차, 해외투자 절차에 관한 일체의 법률 자문 및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자문 업무, 조세 관련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하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팀을 구성하여 각종

분쟁 절차에 있어서 기업을 대리하여 기업 고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CJ헬로비전, 케이에이치컴퍼니(망고식스), 롯데하이마트,

이지빌 등

김나라 변호사

nrkim@lawsw.co.kr



공정거래 Fair Trade

법무법인 신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과 기업의 요구에

최적화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개
담당변호사

이동직 변호사

djlee@lawsw.co.kr

김칠구변호사

chgkim@lawsw.co.kr

곽호성 변호사

hsgwak@laws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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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요 실적

법무법인 신원의 공정거래 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 부처인 법률(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분야에 대하여, 기업의 사업활동 전반에 걸친 법률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대관업무를 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원의 공정거래팀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사업자단체, 홈플러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롯데하이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컴퍼니(망고식스) 등 가맹사업자, 

인수 및 합병을 하고자 하는 각종 기업 등의 주요 클라이언트를 대리하여, 상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최신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클라이언트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조정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대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취소 소송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에 따른 형사소송 대응)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클라이언트의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원의 공정거래팀 소속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위원회 산하 대중소기업재단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상시 자문 업무, 공정거래법 전공 법무박사 과정

수강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과 기업의 요구에 최적화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관련 : 각종 기업의 인수 및 합병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여부에 관한 자문 의견 제공, 

각종 영화 관련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적재산권

부당 사용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각종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 의견 진술

-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 대규모유통업자의 업무 상시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관한 의견 진술

- 가맹사업법 관련 : 가맹본부의 법률 위반 행위 및 손해배상피청구 소송 등에 대한 대응,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

- 하도급법 관련 : 동반성장위원회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상시 자문

- 소비자기본법 :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대한 상시 자문

- 표시광고법 : 주류 회사 등에 대한 표시 및 광고 업무에 관한 상시 자문

- 약관규제법 :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기타 사업자의 약관 작성

박현민 변호사

hmpark@lawsw.co.kr



가족법/상속

법무법인 신원은 가족법 및 상속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하여, 

밀도 있는 컨설팅을 통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여 드립니다

소개
담당변호사

표용형 변호사

yhpyo@lawsw.co.kr

이소희변호사

shlee@lawsw.co.kr

박정융 변호사

jypark@laws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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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원의 가족법, 상속파트는 오랜 기간 상속, 이혼, 가사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담당합니다. 삼성생명, 하나은행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금융기관 VIP고객에 대하여 수많은

자문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산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및 이혼으로 인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신원은 상속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상속방법에

관하여 전반적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밀도 있는 상담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관련 사이트 : 한국신탁학회 ( www.estateplanning.co.kr )

업무분야

-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등 상속관련 분쟁

- 이혼

- 유언 및 유언신탁

Family Law / Inheritance

클라이언트, 수행경력

- 자문 : 삼성생명, 하나은행, 우리투자증권 및 각종 저축은행, 캐피탈

- 송무 : 유류분반환,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혼



국제법무/이민 International Justice/Immigration

법무법인 신원은 세계 각국의 섭외업무(국제법무)와 관련

하여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기에 최적화된 로펌입니다.

소개

세상은 이제 지구촌이라는 친근한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하나의 행동이 전 세계적인

여파를 일으키는 Butterfly Effect 이론처럼 이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빠르게 세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률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신원은 이런 세계화의 추세에 맞는 맞춤형 국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상주하는 미국변호사와 중국변호사 와 국내 변호사들의 공조를

통해 의뢰인의 꼭 필요한 국제법무를 충족시켜드립니다. 

신원의 국제팀은 개개인 및 기업의 국제 진출에 해당하는 이민/비자 업무부터 각종 계약 및 분쟁, 

중재 와 소송까지 필요한 모든 국제법률의 콘트롤타워 역할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하게

위상을 높여가는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한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기업체의 국내 진입 및

국내기업들의 해외 기업과의 활발한 협력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legal service, 

이제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변호사 같은 편안함 속에 세계를 아우르는 신원의 국제팀을 만나보십시오.

The world is near you and Shinwon will be the door nearby for you to reach it.

주요 업무분야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outbound) 각종 계약 및 분쟁 소송 법무

- 해외기업과의 joint venture 및 해외 기업의 국내 파트너링 협력 법무

- 각종 international transaction 법무 (해외 계약 관련 업무)

- 해외 프랜차이즈의 국내 진입 자문

- 국내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자문

- 미국 및 중국 내 현지법인, 지, 상사 설립 및 기획 자문

- 국내 기업의 미국 및 중국 진출 비자 업무

- 이민 업무

* 관련 사이트 : 중국 프랜차이즈 & 투자 컨설팅 ( englar.dothome.co.kr )

미국 이민 & 비자 ( www.iminlawfirm.com )

담당변호사

James J. PARK

(박준원 미국변호사)

jamespark@lawsw.co.kr

김효영 중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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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4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33, 허브원빌딩 402호, 502호

4층 Tel. 02 523 0232       Fax. 02 523 0224

5층 Tel. 02 2058 3470     Fax. 02 2058 3471

E-mail lawsw@laws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