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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표 명문 로펌 – 법무법인(유) 지평(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JIPYONG LLC)은 2000년에 설립된 한국의 leading law firm으로 현재 

200여 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으로, 사람중심의 

정신과 진정성에 입각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해결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소송ㆍ중재, M&A, 기업일반ㆍ국제거래, 금융ㆍ증권ㆍ사모펀드, 

건설ㆍ부동산, 공정거래, 노사관계, 도산ㆍ구조조정, 조세, 지적재산권, 정보통신, 자원

ㆍ에너지ㆍ인프라, 바이오ㆍ제약ㆍ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ㆍ미디어ㆍ문화, 형사, 해상ㆍ

항공, 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 헌법소송, 공공계약, 입법지원, R&D, 해외업무, 북한업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지평은 해외업무에 특화하여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외업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지평은 업무전문성 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공익성 및 민주성을 실천

하는 바람직한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비전과 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사람중심   

 진정성 

 진취성 

 윤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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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노동팀은 합병, 회사분할,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고객들로

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따른 법적 문제점들과 

시의적절한 소송 및 형사 절차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평 노동팀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양영태 대표

변호사, 노동법 전문 부장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노동법 박사), 김성수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 등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평 노동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 컨설팅

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각종 중요 노동 

소송(불법파견, 통상임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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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사관계 

 

 단체협약, 임금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관한 자문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문 

 노동조합의 활동, 부당노동행위, 조합원의 자격 및 노조전임자, 복수

노조 제도 등과 관련한 자문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분쟁에 관한 자문 및 민사, 형사, 

행정소송 대리 

 

2. 개별적 근로관계 

 

 해고, 정직 기타 징계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자문 및 

민사, 행정, 형사소송 대리 

 임금 및 퇴직금 제도의 설계, 근로조건, 사내복지 등과 관련한 포괄적 

자문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사건(통상임금, 평균임금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과 

소송 대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자문 및 민사, 형사소송 대리 

 특별한 신분관계 근로자(공무원, 군무원, 대학교수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3. 기업의 노사관계 진단 

 

 기업 노사관계 현장실사 및 진단 

 기업의 구조조정, 아웃소싱 등과 관련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및 사내

하도급 문제에 대한 포괄적 자문 및 합리적ㆍ안정적 노사관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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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 

 

 과로사, 업무상 재해, 공무상 질병 인정 관련 소송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형사, 행정제재 절차 대리 

 

5. 외국 기업의 한국 내 노사 및 근로관계에 대한 포괄적 자문 및 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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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사관계 

 

 중공업회사의 금속노조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포괄 

법률자문 제공 

 자동차 부품사를 대리하여 직장폐쇄,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노조설립

무효확인소송 등 대리 

 호텔비즈니스기업의 회사 구조조정 관련 노조와의 합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타이어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절차에 관한 

소송 수행 

 대학병원을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 수행 

 금융그룹사를 대리하여 노조 대표에 대한 비방금지등가처분, 쟁의행위

참여금지가처분 등 사건 진행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 단체교섭시 주의사항에 대한 자문 제공 

 은행 노조위원장의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에 대한 피고 사용자 방어 

소송 승소 판결 

 교섭단위 분리 사건 진행 

 안전행정부 자문변호사로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정부간 교섭과 관련된 

자문업무 수행 

 

2. 개별적 근로관계 

 

 다수 기업의 근로자 무단결근, 영리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등 

절차 자문 제공, 소송 수행 

 다수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징계해고 등 절차 자문 제공, 소송 수행 

 우리사주조합 대출 관련 자문업무 수행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자문 제공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 관련 소송 수행 

 희망퇴직 근로자들의 우선재입사 약정에 기한 고용의무확인 청구에 

대한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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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분쟁 

 

 D조선회사, S철강회사, J발전회사, J사, 버스회사 등 통상임금 소송 수행 

 개인사업자(엔지니어, 영어강사, 채권추심원, 체육강사, 골프장캐디, 

경비원 등)의 퇴직금 청구 소송(근로자성 확인 소송) 수행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따른 퇴직금 청구 소송 수행 

 항공회사를 대리하여 연차휴가수당 및 단체협약상 급여 청구에 대한 

소송 수행 

 건설회사 퇴직임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근로자성 확인 소송) 수행 

 

4. 기업 노사관계 진단 

 

 다국적 유통기업의 PIP(Perfomance Improvement Plan) 설계에 대한 

자문 제공 

 대기업 계열사의 정리해고 절차 진행에 대한 포괄 자문 제공 

 

5. 비정규직 근로관계 

 

 식음료회사의 비정규직 진단 프로젝트 수행 

 공기업을 대리하여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소송 수행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 거절, 차별취급에 

대한 소송 수행 

 다수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임용 거부에 관한 소송 수행 

 S서비스사 협력업체 소속 설치기사들의 불법파견 소송 수행 

 K자동차회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소송 수행 

 S그룹 5개사에 대한 비정규직 진단 프로젝트 수행 

 C, K 정수기 제조회사들에 대한 비정규직 진단 프로젝트 수행 

 S도시가스 비정규직 진단 프로젝트 수행 

 D, K, H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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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보호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경쟁사의 부당한 인력 스카우트에 대응한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진행 

 기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한 가처분신청사건, 영업

비밀침해금지가처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대리 

 

7. 산업안전 

 

 건설회사, 중공업기업, 제조업체의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및 행정제재 대응업무 수행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관련 소송 수행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소송 진행 

 

8. 특별한 신분관계보유자의 근로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공무원 직위해제의 효력에 관한 소송 진행 

 공무원 개인을 대리하여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진행 

 경찰공무원을 대리하여 파면취소 행정소송 진행 

 

9. 외국 기업의 한국 내 근로관계 

 

 다국적 제약회사, 운수회사, 유통회사 등의 한국 자회사에 대한 포괄적 

노동법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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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대표변호사 

 

■ 학력 

 전주고등학교 졸업  

 원광대학교 법경대학 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명예법학 박사 

 

■ 경력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해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해외 법관연수(독일 괴팅겐대학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대법원 대법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현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전력공사 윤리준법위원회 외부위원 

 현 사법연수원 운영위원장 

 현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T. 02-6200-1828 

F. 02-6200-0811 

E. kimjih@jipyong.com 

mailto:kimjih@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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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 

 

■ 학력 

 수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수석졸업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제64회 의사국가시험 합격  

 제3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서울아산병원 고문변호사 역임  

 국가인권위원회 검경수사 전문위원 역임  

 국방부 군의무발전추진위원회 위원 역임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투자심의회 심의위원 역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역임  

 서울시 법률 고문변호사 역임  

 고용노동부 법률자문 변호사 역임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역임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문위원회 위원  

 현 사단법인 한국의료관광협회 의료 법률고문  

 현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위원회 위원  

 현 보건복지부 산하 음주조장환경 개선 협의체 위원  

 현 보건복지부 금연정책 전문위원회 위원  

 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  

 현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T. 02-6200-1716 

F. 02-6200-0811 

E. sskim@jipyong.com 

  

mailto:sskim@jipyong.com


Ⅳ. 노동팀 주요 담당 변호사 

 
12 

 

권창영 변호사 

 

■ 학력 
 목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私法學 부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수료(제49기)  

 고려대학교 박물관 문화예술 최고위과정 수료(제19기)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AMP) 수료(제46기) 

 

■ 경력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연구위원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강사(보전소송, 노동가처분 강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현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현 민사집행법학회 이사  

 현 한국해법학회 정보이사  

 현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 이사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한국교통연구원 공항소음분석센터 법률위원  

 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  

 현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공정거래) 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  

 현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현 서울해사중재협회(SMAA) 회원  

 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외부평가위원  

 현 블록체인 오픈포럼 회원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  

 현 현대제철 안전ㆍ환경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T. 02-6200-1844 

F. 02-6200-0811 

E. icarus@jipyong.com 

mailto:sski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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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변호사 

 

■ 학력 

 부산동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노동법)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L.M.(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노동법) 

 

■ 경력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CJ㈜ 법무팀 근무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관계협의회 위원  

 현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  

 현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  

 현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현 한국공항공사 노무분야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T. 02-6200-1787 

F. 02-6200-0821 

E. kslee@jipyong.com 

 

 

 

오자성 변호사 

 

■ 학력 

 대구 영신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 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장검사(특수전담)  

 사법연수원 교수(검찰실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T. 02-6200-1710 

F. 02-6200-0811 

E. jsoh@jipyong.com 

mailto:kslee@jipyong.com
mailto:kimjih@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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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변호사 

 

■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현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T. 02-6200-1784 

F. 02-6200-0811 

E. jspark@jipyong.com 

 

 

 

강재영 변호사 

 

■ 학력 

 부산 성도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공군법무관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T. 02-6200-1816 

F. 02-6200-0822 

E. jykang2@jipyong.com 

mailto:jspark@jipyong.com
mailto:jykang2@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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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창욱 변호사 

 

■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U.C. Berkeley Goldman School of Public Policy, Master 

of Public Affairs (MPA) 연수 중(2019년-) 

 

■ 경력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회원, 한국헌법학회 회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T. 02-6200-1841 

F. 02-6200-0811 

E. cwmin@jipyong.com 

 

 

 

권영환 변호사 

 

■ 학력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노동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경력 

 제11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정책부장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교  

 한국노동법학회 연구간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T. 02-6200-1877 

F. 02-6200-0811 

E. yhkwon@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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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형 변호사 

 

■ 학력 

 경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노동법) 

 

■ 경력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T. 02-6200-1764 

F. 02-6200-0822 

E. jhku@jipyong.com 

 

 

 

이성준 변호사 

 

■ 학력 

 언남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력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턴  

 서울특별시청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원주출장소 공익법무관  

 미래창조과학부 공익법무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T. 02-6200-1840 

F. 02-6200-0811 

E. sjlee@jipyong.com 

 

mailto:sjl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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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변호사 

 

■ 학력 

 한영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경력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T. 02-6200-1776 

F. 02-6200-0811 

E. kimdh@jipyong.com 

 

 

 

곽은비 변호사 

 

■ 학력 

 민족사관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T. 02-6200-1809 

F. 02-6200-0821 

E. ebkwak@jipyong.com 

mailto:kimdh@jipyong.com
mailto:sjl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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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정 변호사 

 

■ 학력 

 제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과 졸업 

(최우등졸업, 철학, 경제학 복수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우등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노동법 전공) 

 

■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T. 02-6200-1808 

F. 02-6200-0820 

E. hjko@jipyong.com 

 

 

 

위계관 변호사 

 

■ 학력 

 순천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경력 

 인천경찰청 기동대 근무  

 서울경찰청 종암경찰서 근무  

 전남경찰청 함평경찰서 근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근무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T. 02-6200-1732 

F. 02-6200-0811 

E. kkwi@jipyong.com 

 

mailto:hjko@jipyong.com
mailto:janghj@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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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진 변호사 

 

■ 학력 

 이대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차석 졸업, 정치학 부전공)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노동법)  

 

■ 경력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T. 02-6200-1826 

F. 02-6200-0811 

E. janghj@jipyong.com 

 

 

 

이상희 외국변호사 

 

■ 학력 

 중앙대부속여자고등학교 졸업  

 한동대학교 법학부 졸업  

 미국 Boston University Law School LL.M.(법학석사)  

 

■ 경력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5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System LSI 사업부 근무(기획)  

 현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T. 02-6200-1793 

F. 02-6200-0821 

E. sanghee@jipyong.com 

mailto:janghj@jipyong.com
mailto:sangh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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