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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표 명문 로펌 -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JIPYONG LLC)은 2000년에 설립된 한국의 leading law firm으로 현재 3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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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HF), 

건설ㆍ부동산, 공정거래, 인사ㆍ노무, 도산ㆍ구조조정, 조세, 지식재산권, 정보통신, 자원ㆍ에너지ㆍ 

인프라, 바이오ㆍ제약ㆍ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ㆍ미디어ㆍ문화, 형사, 해상ㆍ항공, 상속ㆍ가사ㆍ 

가업승계, 헌법소송, 공공계약, 입법지원, R&D,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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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공익성 및 민주성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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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 Overview

Our Vision & Values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

•사람중심

•진정성

•진취성

•윤리성

Values
가 치 

Vision
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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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Philosophy & Overview

법무법인(유) 지평은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순천 분사무소와 부산 분사무소 및 다수의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부산 사무소

순천 사무소

상해 사무소

하노이 사무소

비엔티안 사무소

호치민시티 사무소

프놈펜 사무소

주사무소

모스크바 사무소

양곤 사무소

자카르타 사무소

Offices
사무소

주사무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우)04527

Tel. 02-6200-1600 ┃ Fax. 02-6200-0800 
master@jipyong.com

순천 사무소

전남 순천시 왕지로 24 금강타워 3층 (우)57932

Tel. 061-724-2001 ┃ Fax. 061-725-7604 
suncheon@jipyong.com

부산 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새알로 19-3, 2층 (우)47507

Tel. 051-502-2008 ┃ Fax. 051-502-2340 
busan@jipyong.com

중국 상해 사무소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박영주 변호사   yjpark@jipyong.com 

Tel. +86-21-5208-2800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 
Ward 6, Dist. 3, Ho Chi Minh City, Vietnam
정정태 변호사   jtjung@jipyong.com 

Tel. +84-28-3910-7510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Suite 1908, 19F, East Tower,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 Cong Vi Ward, Ba Dinh Dist. 
Hanoi, Vietnam
유동호 외국변호사   dhyoo@jipyong.com 

Tel. +84-24-6266-1901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9F, Phnom Penh Tower, #445 Monivong Blvd. 
(St.93/232), Sangkat Boeung Pralit, Khan 7 Makara 
Phnom Penh, Cambodia 
반기일 외국변호사   kiban@jipyong.com 

Tel. +855-23-964-022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 Vientiane, Laos
반기일 외국변호사   kiban@jipyong.com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Gedung Artha Graha 23F, Jalan Jenderal Sudirman Kav. 
52-53, Lot 25,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권용숙 변호사   yskwon@jipyong.com 

Tel. +62-21-515-0622 

미얀마 양곤 사무소

Suite 208, Maha Land Center, No. 56 Kabar Aye Pagoda Road 
Yankin Township, Yangon, Myanmar
오규창 외국변호사   kcoh@jipyong.com

Tel. +95-9-450-663-700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119002, 43, Sivtsev Vrazhek Lane, Moscow, Russia
장성 수석전문위원   schang@jipyong.com

Tel. +7-495-795-3268



Practice Areas

기업인수ㆍ합병

기업일반ㆍ국제거래

금융ㆍ증권ㆍ사모펀드(PEF, HF)

건설ㆍ부동산

공정거래

도산ㆍ구조조정

지식재산권

인사ㆍ노무

해상ㆍ항공

형사

조세

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

공공계약

헌법소송

소송ㆍ중재

입법지원 및 법제컨설팅

ESG

자원ㆍ에너지ㆍ인프라

바이오ㆍ제약ㆍ헬스케어

정보통신ㆍ인터넷

엔터테인먼트ㆍ미디어ㆍ문화

R&D

글로벌 비즈니스

북한

Practice Areas
┃업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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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gers & Acquisitions
기업인수·합병

법무법인(유) 지평 M&A그룹은 기업 간의 합병,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영업 

양수도, 자산양수도, 분할, 지주회사 설립, 적대적 M&A 등 다수의 국내외 

M&A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수준 높은 

이론적 지식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평 M&A그룹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거래가 성공적으로 종결되는 시점까지 

모든 단계에서 각 거래의 목적과 상황에 따른 거래구조 및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문,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지평이 

보유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 

조세, 인사ㆍ노무, 소송, 도산 등 관련 법률영역은 물론, 각 산업별 규제에 

이르기까지 M&A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외 유수의 

투자은행, 회계법인 및 컨설팅회사들과 긴밀한 업무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M&A 시장에서 고객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평 M&A그룹은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12-2021년판에서 기업인수ㆍ합병 분야 국내 2위권 

로펌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2년 1분기 M&A 분야(거래규모 기준) 국내 

1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6위로 선정되었습니다(M&A 전문 평가매체 

Mergermarket(머저마켓) 및 Thomson Reuters(톰슨 로이터) 발표). 

• 기업인수ㆍ합병,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분할 등 

다양한 M&A 분야에 있어서 요청되는 단계별 전략 및 구조 수립 

• 지주회사설립, 자본구조개편,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안정화 전략 

자문 

•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조세, 인사ㆍ노무,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 M&A를 위한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 M&A를 위한 각종 국문 및 외국어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M&A를 위한 각종 실무 협상 및 대정부기관, 대언론 업무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시적인 자문 

• 적대적 M&A에 있어서의 경영권 분쟁 자문 및 법원 신청과 형사 자문

Corporate & Cross-Border 
기업일반·국제거래

법무법인(유) 지평은 기업의 설립 및 운영, 계약체결, 분쟁 등과 관련된 

회사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도산법, 세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의 검토ㆍ작성 등의 기업 

일반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여 합작투자(Joint Venture), 외자유치, 해외투자, 

기술이전계약ㆍ프랜차이즈계약ㆍ용역계약 등 각종 국제거래에서의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인허가 기관에 대한 신고 등의 법률서비스와 외국환거래 및 

국제조세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상해 사무소,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와 하노이 사무소,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미얀마 양곤 사무소,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등의 해외지사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러시아, 중동, 중남미, 

일본,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투자와 국제거래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문 

• 경영권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 기업의 운영 및 영업에 관한 각종 국내외 계약서 작성, 검토 등 자문 

• 별도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등기팀을 통한 회사설립ㆍ증자, 부동산ㆍ기타 

자산 거래와 관련한 각종 등기ㆍ등록, 기타 기업의 운영 및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상업등기 업무 

•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합작투자(Joint Venture)와 관련하여, 투자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투자자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최선의 회사 소유구조 및 

기업지배구조 검토,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인허가 업무, 기타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 

• 해외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및 국내기업의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법률실사,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인허가 업무, 

기타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인허가 업무, 기타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 

• 기술이전계약, 용역계약, 공급계약 등 각종 국제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 기타 국제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및 국제조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Practice Areas

주요 업무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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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2000년 설립 이래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고문 

로펌으로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시작하여 이후 미래산업, 신한금융지주, NHN, 

진로, 미리넷솔라 등의 해외거래소 상장 또는 해외 Tranche Offering 자문을 

수행하였고, 여러 글로벌 로펌과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최대 한상기업 코라오홀딩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및 

GDR 발행(싱가포르거래소 상장), 미국기업 최초인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의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으며, 베트남 기업인 LS전선아시아와 

화승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기업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수 국내회사의 IPO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한국로펌 중 IPO 

자문건수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상장폐지실질심사, 

공시업무 담당 임원과 실무팀장을 영입하여 기존 ECM 업무역량과 더불어 

상장폐지심사 대응, 공시체계구축 컨설팅, 내부통제체계구축 컨설팅 업무를 

강화하였고,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들 및 회계사들과 함께 상장기업 

상장폐지심사 대응과 금융감독원 감리대응과 관련한 최고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거래소가 발간하는 

IPO를 위한 상장심사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하였고, 한국예탁결제원의 KDR 

발행 관련 전문자문인으로도 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평은 금융감독원의 

고문 로펌으로 활동하였고, 한국거래소, PEF운용사협의회의 고문 로펌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재직 경험이 있는 고문, 변호사 

및 전문위원과 금융감독원에서 고위 임원을 역임한 고문이 합류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들도 유가증권시장 시장감시위원, 

상장공시위원, 기업심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해외지사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 NPL 및 파생상품

법무법인(유) 지평은 부동산, 회사채, 자동차할부대금채권, 신용카드매출채권, 

아파트분양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차량대여료채권, 시행사대출채권, 

위안화예금채권, 해외금융기관 발행사채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ABS, ABL, ABCP) 및 각종 신탁과 투자신탁, 리츠(REITs) 등 

Finance & Securities, 
Private Equity & Hedge Funds
금융ㆍ증권ㆍ사모펀드(PEF, HF)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소송ㆍ자문그룹은 국내외의 다양한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 관련 자문 과정에서 축적해온 최고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금융ㆍ증권 법률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관계당국, 

금융산업 종사자들 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실천 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실물

법무법인(유) 지평은 다양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금융거래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최고의 부동산금융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PF를 

포함하여 PF ABS, PF ABCP, PF STB 등 정책과 시장 변화에 따른 다양한 

금융거래구조에 기초한 최고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구성이나 PFV 등 시행법인 설립부터 자금조달 및 프로젝트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 및 조세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기업도시, 물류단지, 테마파크 개발과 같은 대규모 종합개발사업 전체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평은 건설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그룹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PF 관련 분쟁해결, 사업장 

구조조정 및 정상화(회생, 매각) 등에 관해서도 탁월한 실력으로 실천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부동산PF정상화센터’를 설립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사 및 진단을 통해, 정상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츠(REITs)의 설립 및 운영은 물론 한국거래소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아 

리츠의 자금 및 인장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부동산 실물 거래와 

관련하여도 탁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전통적인 발전사업은 물론, 태양광, 소각여열, 펠렛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사업에 관해서도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도로,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교량, 터널, 항만 등 SOC 및 인프라 

금융에서도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평은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러시아 등 8개 해외지사와 본사의 호주팀, 중남미ㆍ브라질팀 등이 지역 

전문성을 가지고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관련하여 타 로펌들과 차별되는 One-

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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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도관체를 이용한 구조화금융과 관련하여, 거래구조의 검토, 

계약서 작성과 협상 및 그로부터 비롯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부실채권(NPL) 및 부실자산의 매각, 인수 및 유동화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스왑딜러협회에서 제정한 ISDA Master Agreement 및 그에 

부속하는 Schedule과 Confirmation 검토를 비롯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해석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적 성격을 가미하여 새롭게 

고안되거나 변형된 파생결합증권 및 관련 거래구조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수금융 및 금융회사 M&A

법무법인(유) 지평은 M&A그룹, 도산팀 및 조세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 인수대상회사의 사채 및 신주 발행, 인수대상회사의 부채 

인수 등 다양한 형태의 인수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CB, BW 등 메자닌 

증권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회사 인수금융과 관련하여서도, 거래구조의 

수립, 인수대상회사 임원의 배임죄(LBO) 성립 여부를 포함한 제반 문제의 검토 

및 해결, 이를 위한 계약서 및 서류의 작성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 종결과정에서의 인수금융에 있어서는 

도산팀과의 협업을 통해 회생절차에서 파생되는 제반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고의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M&A그룹과의 협력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관련 규제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그 규모, 지배구조 및 인수자자격 등의 면에서 

매우 까다롭고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저축은행 등 각종 국내외 금융기관 간의 인수ㆍ합병 업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박ㆍ항공기금융

법무법인(유) 지평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선박거래 및 

항공기거래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평 선박금융팀은 ‘2017 아시아로 아태 지역 법률대상(Asialaw Asia-

Pacific Legal Practice Awards 2017)’에서 ‘올해의 해상 & 항공 분야 

로펌(Shipping, Maritime & Aviation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된 지평 

해상ㆍ항공팀과 연계하여, 신조선/중고선 매입을 위한 선박금융을 포함한 각종 

선박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안들에 대해 해운선사들과 금융 기관들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PEF, HF)

법무법인(유) 지평 사모펀드그룹은 2005년 한국에 Private Equity Fund가 

도입될 초기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 개정 과정에 참여하였고, 다수의 

PEF를 설립하여 한국 PE 시장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제도 개선 관련 논문을 기고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및 시장참여자들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PEF(해외자원개발 PEF, 기업재무안정 PEF, 기업구조개선 PEF, 

코퍼릿파트너쉽 PEF 등)가 도입, 설정되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작업에 관여하였습니다.

한편 지평 사모펀드그룹은 국내투자자의 해외 PEF, HF에 대한 투자와 한국 

사모펀드의 다양한 해외투자 및 진출을 효과적으로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PEF나 HF의 한국 내 판매를 위한 금융감독원 등록 및 한국 내 

liaison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및 금융회사 자문

법무법인(유) 지평은 금융기관의 설립 및 인허가, 금융기관 관련 법령상의 

각종 규제 및 준칙, 금융기관별 금융 신상품 개발, 각종 검사 및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관련 자문, 금융기관의 인수ㆍ합병 자문, 소송, 분쟁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기타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법무법인(유) 지평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의 해석, 

보험금 분쟁에 관한 소송 및 자문업무, 보험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보험업 

관계 법령, 공정거래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자문,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진출 관련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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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 Real Estate
건설·부동산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ㆍ부동산 업무의 종합적이고 방대한 

성격을 고려하여 자문그룹(회사, 금융), 소송그룹을 망라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PF 및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에 

관한 자문과 화성 동탄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시행법인(PFV) 설립 업무에 

대한 자문 등 굵직굵직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자문을 도맡아 왔으며, 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건설부동산법 연수, 로앤비가 주관하는 ‘건설법무 핵심특강’과 도시개발 

포럼이 주관하는 ‘도시개발전문가과정’의 고정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평은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고자 P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과 분쟁해결 경험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PF사업 정상화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PF사업 

정상화센터는 사업장에 대한 실사 및 진단을 통해, 정상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부동산 개별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비사업팀, 부동산관리팀, 리츠팀 등을 구성하였고, 형사그룹, 

노동그룹, 공정거래그룹과 연계하여 건설형사팀, 건설공정거래팀, 산업안전 

보건팀을 소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국내외 부동산 투자리츠, 부동산신탁, 부동산펀드 관련 자문 

• 부동산개발, 부동산취득,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ABS, PF ABCP, PFV 등 

건설 및 인수금융 관련 자문 

• 해외 부동산(중국, 동남아시아)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국제계약 자문 및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자문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관련 자문 

• 국가계약법규, 관급공사, 입찰, 지방계약법규 관련 자문 

• 건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보증, 환경권 침해 등에 대한 자문 

• 건설회사 담합, 하도급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자문 

• 부동산 처분 및 관련 자문 

• 노동과 산업안전, 산업재해 관련 자문 

• 건설 관련 특허계약 및 분쟁자문 

• 건설행정법규, 도시계획 관련 자문 

•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관련 자문 

• 도시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자문 

• 건설회사 M&A, 도산절차(회생 및 파산) 관련 자문

주요 업무

Antitrust & Competition
공정거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독과점,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의 폐해를 예방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과 독점규제 법규의 적용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과 관련하여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인수ㆍ합병ㆍ사업양수도ㆍ설립 등 기업결합과 관련한 경쟁제한성  

및 효율성 검토ㆍ분석, 기업결합신고 대리 

•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조사 대응 및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 

(Leniency Program) 관련 자문 

•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대리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지주회사 운영 관련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대응 및 심판절차 대리 

•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 프랜차이즈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관련 자문 

•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자문 

• 부당한 표시ㆍ광고 관련 자문 

• 전자상거래 및 할부거래 관련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과 관련한 이행사항의 협의 및 이의신청 

•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각종 과징금 

및 시정조치 취소소송 

• 하도급거래분쟁에 관한 소송 

• 불법다단계판매행위 관련 형사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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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

법무법인(유) 지평 도산ㆍ구조조정팀은 우리나라의 도산절차, 워크아웃 등에 

대한 이론적, 연혁적 지식 및 풍부한 실무경험과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 도산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구조조정에 대한 

사전적 자문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의 수립 등 초기 단계부터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 및 관련 도산법령상의 쟁점 검토 등의 작업은 물론 도산절차의 

신청 준비와 신청 대리, 도산절차 내에서의 기업 운영 및 M&A와 관련한 

각종 자문 제공, 이에 필요한 법률문서의 작성과 필요한 정부인허가 등 

공법적 규제의 검토와 그 해소 방안의 수립 및 실행 등 포괄적인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 도산ㆍ구조조정팀은 해당 기업을 위하여 회생 및 파산절차의 신청과 

대응, 회생 및 파산절차와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의 자문, 회생계획의 입안과 

관련 절차에서의 M&A 전략의 수립과 실행 및 조기 종결에 대한 자문, 채권 

관계의 분석과 대응 및 이에 관한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채권자를 

위하여는 각종 도산절차의 신청, 절차 내에서의 채권의 확보 방안에 대한 

자문 및 관련 소송 업무 등 도산절차 전반에 걸친 풍부하고 숙련된 자문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과 법원 및 채권단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 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사전적 법률자문과 실행 방안에 대한 자문 

• 회생절차, 파산절차의 신청 및 대응과 워크아웃 절차에서의 대응 자문 

• 도산절차 내에서 파산기업, 회생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 

• 회생기업의 관리인 등을 대리하여 도산절차 관련 소송

• 도산절차 내에서 채권자, 주주,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채권 및 계약관계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방안 자문 및 관련 소송

• 도산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M&A 관련하여 매도자 및 매수자 자문 

• 국제 도산 관련 사항 자문 

Bankruptcy & Restructuring
도산ㆍ구조조정

주요 업무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법무법인(유) 지평 IP팀은 지평의 역사와 같이합니다. 지평의 IP팀 전문가들은 

다양한 맨파워와 풍부한 업무 경험을 활용하여 국내외 전 산업ㆍ기술 분야의 

고객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취득, 관리 및 행사ㆍ방어를 포함하여 지식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 IP팀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심판, 

형사분쟁 등의 전통적 업무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통관 및 

국경조치, 지식재산권 남용, 지식재산 실사 및 전략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 내 조세, M&A, 공정거래, 국제중재 등 다양한 

프랙티스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건별로 초기단계부터 최적화된 전담팀을 

구성하는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 지식재산권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 영업비밀침해의 예방 및 분쟁 

• 전직금지 소송

• 부정경쟁행위의 단속과 분쟁 업무 

• 직무발명의 관리 및 직무발명보상금 분쟁 업무 

• 캐릭터 상품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관련 업무 

• 상호ㆍ상표ㆍ서비스표ㆍ도메인이름 등 브랜드 분쟁 

• 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지식재산권 침해의 예방과 경고ㆍ단속 업무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 및 세관 통관저지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 산업재산권의 등록 및 효력에 관한 심판ㆍ소송, 침해소송

•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등록 및 관리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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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 Employment
인사ㆍ노무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고객의 입장에서 합병, 회사분할,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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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동안 수년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련 유관 기관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동향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단체교섭, 파업 등 노동조합 관련 자문 및 소송

•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자문 및 소송

• 교섭창구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 관련 자문 및 소송

• 단체협약의 작성 관련 자문 및 소송 

• 노사 간의 분쟁해결 관련 자문 및 소송 

• 기업의 인수합병, 영업양도, 주식인수 등의 거래에 있어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관련 자문 및 소송

• 사내하도급, 임금구조(임금피크제) 개편, 비정규직 관련 컨설팅

• 스톡옵션을 비롯한 직원복지프로그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법정 사회보험 관련 자문

• 해고를 비롯한 징계처분 관련 자문

• 구조조정, 전직, 조기퇴직프로그램 및 인원감축을 포함하는 인력수급계획 

관련 자문 및 소송

• 기업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 관련 자문 및 소송 

• 산업재해 관련 자문 및 관련 민ㆍ형사 문제처리 

• 노동 관련 입법안의 수립 및 제안 

•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

주요 업무

Maritime & Aviation
해상ㆍ항공

법무법인(유) 지평 해상ㆍ항공팀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여러 선주, 항공사, 선주상호보험조합(P&I) 및 보험사/재보험사를 위하여 

국내외에서의 사고조사, 자문, 해양안전심판절차, 중재, 소송을 수행하고, 

외국의 로펌들과 연계하여 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는 등 해상, 보험, 

항공, 국제거래 및 선박금융 사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 해상ㆍ항공팀은 2017년 아시아로 아태 지역 법률대상(Asialaw Asia-

Pacific Legal Practice Awards 2017)에서 올해의 해상 & 항공 분야 

로펌(Shipping, Maritime & Aviation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Asian-Counsel Magazine에서 ‘2010년의 로펌(Firm of the Year 2010)’ 

한국 해상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상ㆍ항공팀의 이춘원 변호사는 

‘Asialaw Leading Lawyers’의 2010-2022년판에서 한국 Shipping & 

Maritime 부문 Leading Lawyer로 선정되었고, ILO(International Law 

Office) 2010-2019년판에서 Clients Choice Award를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Chambers Asia-Pacif ic 2011-2022년판에서 한국 Shipping 부문의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 선박침몰, 화재 등 해상사고의 조사, 자문 및 소송 

• 유류오염사고의 조사, 자문 및 소송 

• 선하증권 및 화물 운송 관련 자문 및 소송 

• 용선계약 관련 자문 및 소송 

• 선박건조계약 및 선박매매계약 관련 자문 및 소송 

• 항공사고의 조사, 자문 및 소송 

• 항공운송 관련 자문 및 소송 

• 국제무역거래 관련 자문 및 소송 

• 해상보험 관련 자문 및 소송 

• 보험약관 및 보험법 관련 자문 및 소송 

• 제조물책임보험 기타 일반장기보험 관련 자문 및 소송

주요 업무

Practic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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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조세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는 조세문제가 항상 따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세문제를 잘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조세팀은 고객이 하는 경제활동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 

기업경영, 기업구조조정, 기업간 거래, 국제거래, 투자, 금융거래, 부동산 등 

자산 양수도, 상속, 증여행위에 수반되는 조세문제를 자문, 쟁송 등 필요하고 

적절한 업무 수행을 통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평 조세팀은 조세자문과 쟁송 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이 전문적인 팀을 이루어 고객의 조세문제 해결을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무 계획, 세무 사전 진단, 세무 조사 대응, 행정심판, 

조세쟁송 단계에서 각 단계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보호됨으로써, 성공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정한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양수도, 주식양수도, 합병 및 분할 등 M&A, 도산, 지주회사 전환 등 각종 

구조조정과 관련한 절세 계획 수립, 주식평가, 세무자문 및 세무실사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투자 Vehicle 선택, 기업의 국내외 금융거래, 금융 상품의 

설계 및 운용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세무 자문 

• 부동산 PF, REITs,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 각종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자문 

•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내국기업의 해외투자 등 국제거래와 관련한 최적 

투자구조의 수립 및 이에 수반된 제반 조세 문제 자문 

• 외국인직접투자(FDI) 조세감면 신청 자문

•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문제 및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등 국제조세 관련 자문 

• 명의신탁 해지, 가업상속 등 가업승계 및 상속 관련 자문 

• 세법개정 및 신설 관련 자문

•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을 통한 유권해석 의뢰 관련 자문

• 세무조사과정에서 법률적 자문과 지원 

•조세쟁송과 관련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조세소송

Criminal Defense
형사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은 각종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문제된 그 사건의 해결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고객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고객의 숨겨진 요구까지 감안한 최적의 결과 도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사건은 개인 형사사건과 달리 그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격과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지평 형사그룹은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기업법무, M&A, 기업금융, 노동 

관계법, 공정거래법, 환경규제법, 지식재산권법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풍부한 업무처리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활동 관련 각종 형사고소 대리 및 형사고소 사건 방어 

•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형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건 

• 환경관련규제법 위반 사건 

• 건설관계법 위반 사건 

주요 업무

Practice Areas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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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

Family Law 
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

법무법인(유) 지평 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팀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분쟁,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지정 

문제, 사실혼관계 해소, 친자관계 확인 및 인지, 유언무효 등 전통적인 가사 

및 상속 관련 쟁송에서부터 성년후견,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를 위한 

방안수립, 상속세 세무조사 대리 및 상속세 관련 조세쟁송 수행, 가업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자문에 이르기까지 가사, 상속 및 가업승계와 관련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고객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ㆍ가사ㆍ가업

승계는 단순히 가족법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지배구조 개편 등 M&A 업무 

그리고 신탁 등 금융업무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평 상속ㆍ가사ㆍ가업

승계팀은 기업법 및 금융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 가사 분야에서도 지평의 해외지사 및 외국법 

자문사들과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평 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팀은 가사재판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협력하여 상속 및 가업 

승계에 대해 One-Stop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산의 세대간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비밀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 관련 자문 및 소송

•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증여무효, 유언무효소송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자문, 세무조사 대리, 조세쟁송

•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 관련 자문

• 협의ㆍ재판상 이혼, 국제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친자관계 확인, 인지청구 및 부양료청구, 입양 및 파양

•국제상속

•성년후견

주요 업무

Government Relations
공공계약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계약팀은 공공계약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다수의 전문변호사들과 국회 및 행정부 출신의 전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도로, 항만, 교량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분야,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적 분야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산업별ㆍ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각종 정책성 또는 프로젝트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완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법적 

이슈에 대해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평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해외 각 국가별 지역전문 

변호사들과 해외지사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해외지역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원ㆍ에너지ㆍ인프라 등 각 분야별 맞춤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해외 

광산투자, 해외 에너지 관련 기업의 인수 및 삼림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진출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부정당제재, 과징금 등 국가계약법상 제재 처분 관련 자문

• 국가계약법규, 관급공사, 입찰, 지방계약법규 관련 자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적쟁송에 대한 

자문

•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관련 자문

• 방위사업청 발주 방산계약에 대한 자문

•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간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 방산업체의 해외 수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 방산업체종사자 기타 방산업무와 관련된 자의 형사상 처벌과 관련된 법적 

대응 자문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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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

Litigation & Arbitration
소송·중재

법무법인(유) 지평 소송그룹은 국내 여러 분야의 유수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활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소송을 

수행하면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관련 분쟁, 경영권 분쟁 등을 비롯한 기업 관련 소송업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생 

금융상품, 간접투자를 비롯한 은행ㆍ증권ㆍ보험ㆍ자산운용회사ㆍ여신전문 

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의 투자 관련 분쟁소송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이고 

충실한 변론으로 고객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과 

관련한 분쟁,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 

건설ㆍ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최고의 업무전문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사건, M&A 분쟁사건 등에서도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여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새롭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각종 상표, 서비스표 침해 및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금융ㆍ증권ㆍ보험 분쟁

•건설ㆍ부동산 분쟁

•공정거래 분쟁

•인사ㆍ노무ㆍ노동 분쟁

•IP 분쟁

•도산 분쟁

•경영권 분쟁ㆍ투자자소송

•제조물책임ㆍ소비자 분쟁

•상사ㆍ민사 분쟁

•해상ㆍ항공

•국제중재

•해외소송

•헌법ㆍ행정쟁송

•의료소송

•가사소송

•조세쟁송

•언론소송

주요 업무

Constitutional Law
헌법소송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소송팀은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공현 명예대표 

변호사,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 등 헌법소송에 전문성 있는 여러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평 헌법소송팀은 다수의 굵직한 헌법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반 법률 차원에서는 풀기 어려운 법적인 문제점들을 

헌법적으로 조명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고차원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51조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조직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새마을금고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의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등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여러 

헌법소송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 헌법소송팀은 수시로 대내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문성 연마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사안별로 공정거래법, 형사법, 행정법 등 각종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을 Working Group으로 구성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헌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 

•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청구

• 제ㆍ개정된 규제법 위헌성 검토, 자문

• 법률안 제ㆍ개정안 관련 입법컨설팅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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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ESG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말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해지고, 기업가치를 높이는데도 

핵심적 경영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ESG는 지속 가능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중요한 경영전략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고, 이에 대한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지평은 ESG센터를 발족하였습니다.

지평은 그동안 다양한 기업들에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SV(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관련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인권경영팀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인권실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부터는 환경팀과 컴플라이언스팀을 강화하여 

국내외 환경규제에 관한 자문에서부터 그린뉴딜 관련 프로젝트, 환경실사, 

컴플라이언스 체계고도화 및 ESG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자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평 ESG센터는 ESG 통합 자문기관으로, 변호사들뿐 아니라 전략 컨설턴트, 

컴플라이언스, 인권경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통합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대기업, 글로벌 중견기업들의 ESG 경영 진단, 전략체계 및 로드맵 

구축, SDGs 이행 모델 구축,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고도화, 중대성 평가 및 

이해관계자 소통, 커뮤니케이션 등을 관련 법무와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기업 내 ESG 위기 관리 및 대응 관련 자문

• 기업 내 ESG 전담조직 구성, ESG 정책/내규 수립, 지속가능보고서 관련 자문

• 기업의 ESG투자 전략, 노사관계, 지배구조개선, 임직원교육 등 관련 자문

• 기업 내 ESG 실태 조사/감사 및 실사(인권영향평가 포함)

• 국내외 공급망/거래처 조사 및 규제 준수 현황 점검

• 이해관계자(임직원, 공급망, 지역사회 등) ESG 이슈 점검 설계

• E, S, G 개별 법령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자문

• ESG 분쟁 관련 사전예방제도 설계(고충처리제도 등)

• ESG 분쟁 관련 중재 및 소송 대응(투자자소송, 노동소송, 주민소송 등)

• 기업의 ESG 평가기관 평가 대응 관련 자문

• 운용사 등 금융회사의 투자 프로세스 과정 전반에 걸쳐 ESG 관련 법률자문

• ESG 연계 대출상품 관련 법률자문

• 사회성과연계채권, ESG채권,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한 표준 개발

주요 업무

Legislative 
입법지원 및 법제컨설팅

법무법인(유) 지평은 시대의 추세에 발맞추어 입법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법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지원은 법률을 단지 해석, 적용하는 기존 법률서비스를 넘어서서 법률의 

제정과 개정, 즉 입법 자체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사법, 행정, 헌법 등 각종 법률 분야뿐 아니라 각종 산업 분야의 전문 

법률가들로 구성된 지평은 설립 이래 모든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여 

왔으며, 그 중에서도 헌법자문 및 행정법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평의 헌법소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뛰어난 실적은 지평이 다른 어느 

법무법인보다 앞서 헌법적 관점으로 법률을 보면서 입법지원 업무의 

중요성을 체득하여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평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통일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의 입법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지평 입법지원팀은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 각종 분야의 입법자문 경험이 풍부한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국회에서 10년간 입법업무를 다루었던 김진권 

변호사/전문위원 등 역량을 갖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더욱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입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조직화된 입법지원팀을 통해 기존의 입법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여 정부, 시민단체, 기업에 대한 입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특정 법률의 제·개정 필요성을 느끼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정부안 작성 

과정과 국회 발의 및 심사 단계에서의 지원 업무

• 법률의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민간 단체 등을 위하여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 업무 

•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는 법안의 경우 법률이 가져 올 사회적 파장이나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도록 

하는 지원 업무나 국회의 대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기하여 사회적 

모순이나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 정부부처 및 행정기관의 각종 법령에 대한 합리적 유권해석, 나아가 불합리한 

정부규제의 개선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업무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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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dical, Pharmaceutical &  
Healthcare 
바이오ㆍ제약ㆍ헬스케어

법무법인(유) 지평의 바이오ㆍ헬스케어팀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화장품 영역에서 오랜 시간 다양한 실무 

경험과 기술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혁신적인 지식재산권을 해외에 라이센싱하는 자문 업무, 한국 병원을 

대리하여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법률적 도전과 성과,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리베이트 규제 대응과 같은 컴플라이언스 자문,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위한 미국에서의 규제 승인 전략 고안과 구축, 한국의 주요 

기업집단 소속 제약회사의 기업공개(IPO)를 비롯한 다양한 규모의 생명과학 

회사들의 자본거래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지평은 

오늘날 끊임없이 진화하는 헬스케어ㆍ생명과학 산업에 대한 규제 환경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의료 기술회사를 상대로 

제품의 전(全) 주기에 걸쳐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보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변화무쌍한 한국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평 바이오ㆍ헬스케어팀은 해박한 산업적 이해, 탁월한 법적 전문성, 

글로벌한 시야를 결집하여 고객을 지원합니다. 팀 소속 다수의 변호사들이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보유했으며, 의사, 미국 보건복지부 변호사, 특허법원 

판사, 변리사, 약사 등 산업의 다양한 고객들을 자문하기에 이상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평의 바이오ㆍ헬스케어팀은 차별화되고, 글로벌하며,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오늘날의 헬스케어ㆍ생명과학 

회사들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예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오ㆍ제약ㆍ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실사, 투자, 합작회사 설립 및 M&A 자문

•약사법 등 Compliance 가이드라인 구축 및 준법지원 프로그램 지원

•제약업계 거래공정화 등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

•의약품 가격제도 및 보험약가 조정 관련 자문

•바이오/제약사의 해외진출 자문

•바이오/제약사의 투자 및 상장 자문

•바이오/제약사의 특허ㆍ라이선스 계약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업무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인허가 관련 업무 

•바이오ㆍ제약ㆍ헬스케어 관련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업무

주요 업무

Practice Areas

Resources, Energy & Infrastructure
자원ㆍ에너지ㆍ인프라

자원ㆍ에너지ㆍ인프라 업무는 산업전문성과 해외지역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자원ㆍ에너지ㆍ인프라팀은 업무 경험 및 연구를 

통해 축적한 산업전문성과 중국, 러시아ㆍ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해외업무를 통해 체득한 해외지역전문성을 결합하여 자원ㆍ에너지ㆍ인프라 

관련 Project Financing, M&A, 자원 개발, 발전소, 항만, 공항 건설 프로젝트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자원ㆍ에너지ㆍ인프라 사업 관련 Project Finance 자문

• 자원ㆍ에너지ㆍ인프라 기업의 지분 인수, 지분 매각 등 자문 

• 자원ㆍ에너지ㆍ인프라 사업자의 인허가취득, 라이선스 계약 자문 

•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신고, 허가취득, 계약 자문 

• 국내외 발전소 건설 등 각종 에너지 사업 관련 자문 

•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문

• 국내외 공항, 항만 등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사업 관련 자문

• 해외자원개발 관련 해외법령 검토 및 실사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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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

Entertainment & Media
엔터테인먼트ㆍ미디어ㆍ문화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비즈니스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영화, 방송, TV 

드라마, 음악, 공연, 뮤지컬, 연극, 게임 등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high-risk, high-return, one source multi use 등 타 비즈니스 영역과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쟁점은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전통적인 

콘텐츠 권리 보호에 관련된 법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법, 명예훼손법, 

계약법, 방송법,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에 관한 각종 법률, 

공정거래법, M&A, 금융 등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엔터테인먼트팀은 중국팀을 비롯한 해외사무소, M&A그룹, 

I PO그룹, 공정거래그룹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엔터테인먼트와 

언론ㆍ방송 등 미디어 비즈니스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싱은 물론 

투자자금 조달(금융), 기업 인수합병, 해외투자 및 현지법인 설립, 상장 업무,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다각적인 산업적 발전과 

국제화에 필요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중재, 조정, 

소송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포츠 분야와 관련하여 계약법적인 법률서비스뿐만 아니라 선수자격정지 

등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각종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연예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의 계약 관련 자문 및 소송 

•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광고 등 미디어 관련 각종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초상권 관련 자문 및 소송 

• 국내외 방송, 신문 및 인터넷 기반 뉴미디어 사업 인허가 취득 및 공정 

거래사건 관련 자문 및 소송

• 영화ㆍ음악ㆍ드라마ㆍ애니메이션ㆍ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에 관한 국내외 

공동제작 계약, 퍼블리싱 계약, 라이선스계약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연극ㆍ뮤지컬ㆍ콘서트 등 국내외 공연에 관한 계약 관련 자문 및 소송

• 엔터테인먼트 기업 관련 투자 및 자금조달, 기업 인수합병, 해외 합작법인 

설립 관련 자문

•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국내외 IPO 관련 자문

• 스포츠 산업 관련 선수계약, 에이전트계약, 후원계약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 게임 소프트웨어 표절 등 게임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 

주요 업무

Information Technology & 
Internet
정보통신ㆍ인터넷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분야는 현대 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거대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술의 속도가 매우 빠른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발전방향은 융합(convergence), 수직적ㆍ수평적 

결합(vertical and horizontal integration)이고 이 경향은 향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통적으로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융합의 시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이해, 국내외 정보통신ㆍ미디어 관련 정부 규제의 방향과 파급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융합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정거래, 조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적절하고 현실적인 솔루션 제시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설립 이래 정보통신 및 미디어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쌓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평 TMT팀은 TMT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고문으로 있으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TMT 분야의 규제동향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컨설팅 업무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분쟁 컨설팅

• 개인정보보호인증(PIPL),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컨설팅 

• 전자상거래(B2B, B2C, B2G, P2P 등) 관련 법률업무 

• 사이버 범죄, 인터넷 검열, ISP의 책임 등 Cyberlaw 관련 업무 

• 인터넷 도메인 네임, 반도체 배치설계 관련 법률업무 

• 게임, 통신, 방송, 이러닝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 관련 법률업무 

• 디지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업무

주요 업무



19

Practice Areas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10여 년간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중동, 일본, 중남미, 호주, 유럽,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해외직접투자, M&A, Project Finance, 부동산개발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해 

옴으로써 국내 최고의 해외전문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평은 해외지역 전문성 없이 그때그때 해당 지역 로컬 로펌에 의존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해외 각 국가별 지역전문변호사들과 해외 

지사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해외지역전문성에 근거하여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8개의 해외지사는 현지에서 고객들과 밀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지사 및 합작로펌들을 계속하여 설립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M&A 및 금융거래 등의 경험과 전문성 없이 현지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M&A, Project Finance, 부동산개발, SOC, 자원개발, 

자본시장업무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과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해외지사장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회사나 유수한 기업들은 한두 나라가 아닌 해외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어 해외 여러 지역들을 동시에 커버해주는 

종합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지평은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더 나아가 북미, 유럽, 중남미,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의 지역전문성을 종합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국제조세 자문 및 해외투자 컨설팅  • 해외 현지법인 설립, 합작투자 자문 

• 해외기업 M&A 및 지분투자 자문  • 해외 Project Finance 자문 

• 해외 부동산개발 자문  • 해외 SOC 자문 

• 해외 자원개발 자문  • 국제 자본시장 관련 자문 

• 각종 국제계약 자문  • 해외 소송 및 중재 등 국제분쟁해결 

• 통상, 반덤핑 등 무역 관련 자문 

• 해외 특허출원 및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 사업(조사ㆍ연구, 출판, 교육 등)

Global Practice
글로벌 비즈니스

주요 업무

R&D 영역은 지식재산권ㆍ금융ㆍ조세 등 다양한 법률분야가 결합되어 있고, 

정보통신ㆍ에너지ㆍ소재부품 등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함께 

요구됩니다. 특히 정부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이슈는 공공계약법과 

행정법이 혼재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2004년부터 R&D와 관련한 각종 자문 및 소송을 다수 수행하였고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데이터를 활용하여 IP의 귀속 및 활용, 기술료, 

평가관리, 국제공동연구,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재처분, 영업비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법지원 등에 관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의 해석, 적용 등에 관한 자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 간 또는 연구자와 

전문기관 간 분쟁의 자문 및 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처분 등 각종 처분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 지원

• 공동연구개발자 간 권리 분쟁, 실시계약의 체결 및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자문 

• 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체결하는 공공계약에 관한 자문

• 기타 R&D 기획, 수행, 사후관리, 실시 등과 관련한 각종 자문

•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관련 협상 및 권리 분쟁

• 연구개발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자문

•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 유출 및 전직 관련 대응 

• 민간 연구소, 기업 등 공동연구ㆍ투자 및 개발 관련 자문

• 직무발명 관련 자문

• IP금융을 통한 자산화

• 연구개발성과물의 사업화 관련 협상 및 권리 분쟁

• 라이선스 협상 및 계약의 체결과 기타 연구성과물의 사업화에 관한 자문 

•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취득,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자문 

• 연구개발 사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형사, 행정 및 감사 등 대응 지원

• 각종 연구개발 관련 제도 및 절차 마련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자문

• 각종 연구개발 관련 고시, 지침 등 검토 및 작성 자문

• 각종 연구개발 관련 입법 및 조례 제정 등 지원

Research & Development
R&D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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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

중국

법무법인(유) 지평은 2002년부터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중국팀을 구성하여 

중국변호사를 영입하고, 중국 유수의 법률사무소들과 제휴하여 전문적인 

중국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중국 화동정법대에서 연수를 

마친 한국변호사 및 중국정법대를 졸업한 중국변호사가 중심이 된 본사 

중국팀은 상해 사무소 및 본사 전문팀들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해 사무소

법무법인(유) 지평은 2007년 9월 상해 사무소를 설립하여, 중국 업무에 

정통한 한국변호사와 중국과 한국에서 폭넓은 실무경험을 쌓은 우수한 

중국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 

상해 사무소는 본사 중국팀과 협력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설립, 

합작투자, 지분투자, M&A, 부동산개발, 금융ㆍ증권 업무, 각종 분쟁 해결 및 

중국기업의 한국 IPO, 한국 현지법인 설립, 합작투자, M&A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휴 및 네트워크

법무법인(유) 지평은 중국 북경시, 상해시, 산동성 청도시, 요녕성 심양시, 

광동성 광주시, 섬서성 서안시, 사천성 성도시, 충칭시 등에 소재한 중국 

법률사무소 및 회계사무소, 변리사 등과 업무를 제휴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중국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무법인(유) 지평 베트남팀은 M&A, 합작투자, 부동산, 금융, 증권, SOC, 

자원 등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베트남 투자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 베트남팀은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와 하노이 사무소를 설립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 베트남 

현지 사무소는 IFLR 1000 2013년판 Banking and capital markets 분야와 

IFLR 1000 2016년~2021년판의 Banking and Finance 및 M&A 분야에서 

현지 활동 중인 한국계 로펌 중에 유일하게 “주목할만한(notable)” 로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호치민시티 사무소

법무법인(유)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는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현지경영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티(Ho Chi Minh City)에 설립 

되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는 본사에서 M&A, 부동산, 금융, 증권 등 전문적 

실무경험을 쌓아온 정정태 변호사를 중심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지화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부동산 개발, 조세, 금융 등의 실무경험이 있고, 

영어에도 능통한 베트남 현지 변호사 및 우수한 스태프진을 영입하여 베트남 

현지 법률에 대하여 최선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사무소

법무법인(유)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는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및 북부지역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지화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법무법인(유) 지평은 2009년 초 캄보디아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지평 

캄보디아팀은 캄보디아 부동산개발 및 PF 자문부터 캄보디아 지본시장(IPO) 

관련 자문, 국내 각종 대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자문, 국내 파산저축은행의 

부실자산 회수 자문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의 캄보디아 

금융기관 인수자문까지 2009년 이후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우리나라 기업 및 기관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실무 관행의 중요도가 비교적 높은 

국가인데, 지평 캄보디아팀은 법률과 실무에 관한 유기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의 거래구조를 제안하여 성공적으로 거래를 성사시켜 오고 있습니다. 

지평 캄보디아팀의 전문성은 현지에서도 인정을 받아 중국, 일본,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 비한국계 기업은 물론 캄보디아 현지 기업 및 캄보디아 

정부를 위한 자문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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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무법인(유) 지평은 2010년부터 미얀마팀을 편성하여 미얀마 현지 네트워크 

형성과 꾸준한 연구를 통해 미얀마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사 

미얀마팀은 M&A 및 금융, 해외업무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및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고객들에게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인 JIPYONG MYANMAR Limited는 본사에서 파견된 

미국변호사와 경험이 풍부한 미얀마변호사, 미얀마공인회계사 및 법률조사/

번역 요원을 다수 보유하여 독자적인 현지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지평 본사 

미얀마팀과 미얀마 현지법인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한국과 

미얀마 현지에서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미얀마 현지의 다양한 자문기관, 현지 기업체, 정부 관련 

기관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 법률자문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ㆍ중앙아시아

법무법인(유) 지평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그리고 몽골에 대한 법률자문업무로 특화된 

러시아ㆍ중앙아시아팀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평은 M&A, 금융, 회사, SOC, FDI, 조세 등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하면서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지역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팀을 조직하여, 러시아ㆍ중앙아시아팀은 구성 이래 현재까지 약 

350건 이상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평은 러시아ㆍ중앙아시아 각 국가별로 인터내셔널 로펌, 로컬 

로펌, 회계법인, 기술자문회사, 컨설팅회사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과 긴밀한 

업무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고객의 수요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2015년 4월 러시아 명문 로펌인 YUST와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YUST는 1992년에 설립된 

러시아 순수 현지 로펌으로, 6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러시아 

고객 및 외국계 고객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사무소를 기반으로 지평은 러시아ㆍ중앙아시아 현지와 한국에서 

동시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법무법인(유) 지평 라오스팀은 2008년부터 라오스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지평 라오스팀은 한국거래소가 라오스 정부와 합작하여 

설립한 라오스 증권거래소 설립 자문, 인도차이나뱅크 설립 자문, 라오스 

최대 민간기업인 코라오그룹의 모회사인 코라오홀딩스의 한국 유가증권시장 

상장 및 GDR 발행 자문, 국내 금융기관의 라오스 진출 자문, 라오스 정부를 

위한 라오스 증권법 제정 자문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지평 라오스팀은 국내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라오스에 실제 상주하며 현지 실무경험 및 네트워크를 

쌓은 한국계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지의 유수 로펌들과 제휴하여 

라오스 투자 관련 자문업무는 물론 대관 업무까지 One-Stop으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

법무법인(유) 지평은 2008년부터 한국고객들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기업 M&A 및 지분투자 자문을 수행해왔고,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은행 인수 자문, 임업, 농업, 광업 등 투자 자문, 부동산 관련 자문 

및 분쟁해결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지평은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사업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 현지 

top tier 로펌들과 연계하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로펌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자문하고 있는 지평은 인도네시아 유수 로펌인 AHP 및 

NSMP와 제휴하여 Korea Desk를 개소 및 협업을 통해 현지에서 직접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인도네시아 로펌 Arruanpitu & Partners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지평 본사에서 파견된 한국인 변호사와 경험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변호사들로 구성된 지평 코리아데스크가 현장에서 Cost 

Effective하고 신속 정확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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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법인(유) 지평 일본팀은 일본어에 능통하면서도 해외투자ㆍ외국인투자, 

M&A, 부동산, 금융ㆍIPO, IP, 인사ㆍ노무, 공정거래, 형사, 국제중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bound 및 Out-bound 법률서비스 

지평 일본팀은 일본 법률사무소 연수, 일본 대학(원) 졸업, 주일한국대사관 

파견 근무 등의 일본 현지 경험을 통해 양성된 우수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능통한 일본어로 현지인 수준의 품격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 일본팀은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일본 현지의 사정과 

일본법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법률사무소 뿐만 아니라 회계사무소, 행정서사사무소, 

외국환은행, 컨설팅업체 등과의 긴밀한 네트 워크를 통해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평 일본팀은 한국과 일본 기업 간의 합작법인 설립, M&A, 일본 기업의 

한국 상장 및 한국 기업의 일본 상장 업무, 한ㆍ일 기업 간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 부동산 관련 법률컨설팅, 기업의 내부조사, 공정거래 관련 

자문, 형사사건 대리, 국제분쟁 중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걸맞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개 해외 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한 국제적 법률서비스 플랫폼 구축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국가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Cross-border M&A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평은 이에 발맞춰 해외업무에 특화하여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 8개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지평 일본팀은 해외 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생하는 업무를 넘어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부동산, 인사ㆍ노무, 기업결합심사 기타 경쟁법적 규제 

등 예측이 어렵고 지역적 특성이 강한 현지 이슈에 대해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문을 받은 일본 기업이 지평을 통해 

국내에 진출하는 등 8개 해외 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한 국제적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태국

태국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법제도를 갖추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아세안의 중심국가인 태국은 아세안 시장이 2015년 아시아 

경제공동체(AEC)로 단일화되어 감에 따라 이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한국기업의 태국 현지 투자 기업 설립, 인수, 운영에 대한 

자문, BOI 외국인 투자 혜택 신청 자문과 대리, 부동산 개발 자문, 항공기의 

파이낸싱과 담보 실행 및 항공료 자산담보부대출거래(ABL) 자문, 폐기물 

처리 BOT 사업 자문, 프랜차이즈 등의 자문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날이 

활발해지는 각 산업 분야별 한국기업의 태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태국  

다수의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충실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법무법인(유) 지평은 2007년부터 필리핀 투자 및 법제에 전문성을 가진 

필리핀팀을 구성하여 부동산개발, SOC, 자원개발, 합작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독보적인 최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라질ㆍ중남미

법무법인(유) 지평은 금융, M&A, 해외투자 등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남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브라질의 유수한 로펌들과 제휴하고 

있으며, 주한 브라질 대사관, KOTRA 등의 정부기관, 브라질 한인상공회의소 

등 중남미 현지 한상들과 네트워크를 갖추어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 

비즈니스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ㆍ뉴질랜드

법무법인(유) 지평 호주ㆍ뉴질랜드팀은 광산개발 및 관련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와 지분 인수 관련 법률자문, 광산개발 관련 분쟁의 연방법원 소송, 

한ㆍ호 FTA 협상자문, 국내기업의 호주 진출 관련 여러 산업분야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주상복합아파트개발 Project Finance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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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ㆍ유럽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캐나다, 

영국 및 유럽 국가들에 대한 진출 및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미국, 캐나다, 영국 및 유럽에 대한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미국 및 영국에서 변호사 실무수행 경험이 있는 외국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남북경협 및 국내외 기업의 북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래의 북한팀을 ‘북한투자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지평은 2002년부터 북한팀을 구성하고 남북경제 교류 및 개성공단 법제 

제정 등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명실공히 북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지평은 해외에 8곳의 사무소를 보유하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등 경제체제 전환 국가들 및 미얀마 등 경제제재 해제 

국가들에 대한 인프라ㆍ에너지ㆍ부동산ㆍ금융ㆍ합작투자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북한 전문성과 체제전환국 및 경제제재해제국 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범한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남북경협 및 국내외 기업의 

북한투자에 관한 컨설팅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사무국과 남북관계팀, 컨설팅팀, 인프라ㆍ부동산팀, 

에너지ㆍ자원팀, 금융팀, 특구ㆍ산업팀, 국제팀 등 7개팀으로 구성되어 30여 

명의 변호사ㆍ외국변호사 등이 인프라, 전력, 자원, 특구, 부동산 및 금융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북한투자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사명감으로 국내외 

기업의 북한투자를 지원하여 한반도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 북한법 및 남북관계 법규, 합의서 등 자문

•대북 경제제재 관련 자문

•북한투자 컨설팅

•북한투자 Feasibility study 

•개성공단ㆍ금강산특구 관련 자문 

•북한 철도ㆍ도로ㆍ항만ㆍ공항 등 인프라 관련 자문

•북한 에너지 및 자원 개발 관련 자문

•러시아ㆍ중국ㆍ일본ㆍ서구 등 제3국 프로젝트 참여 및 합작투자 관련 자문

•북한투자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 자문

•금융회사 북한 진출 자문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투자ㆍ금융 관련 자문 

•북한 특구 개발 및 입주 관련 자문 

•북한 부동산개발 자문 

•북한 정보통신 및 의약 관련 자문 

•북한 제조업ㆍ유통ㆍ관광ㆍ서비스업 등 관련 자문 

•남북관계 입법지원

North Korea Practice
북한

주요 업무



법무법인(유) 지평 주사무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우)04527

Tel. 02-6200-1600 / Fax. 02-6200-0800 / master@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 순천 사무소

전남 순천시 왕지로 24 금강타워 3층 (우)57932

Tel. 061-724-2001 / Fax. 061-725-7604 / suncheon@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 부산 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새알로 19-3, 2층 (우)47507

Tel. 051-502-2008 / Fax. 051-502-2340 / busan@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 중국 상해 사무소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0 / Fax. +86-21-5208-2807 / shanghai@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 Ward 6

Dis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28-3910-7510 / Fax. +84-28-3910-7511 / hcmc@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Suite 1908, 19F, East Tower,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  

Cong Vi Ward,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24-6266-1901 / Fax. +84-24-6266-1903 / hanoi@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9F, Phnom Penh Tower, #445 Monivong Blvd. (St.93/232)

Sangkat Boeung Pralit, Khan 7 Makara, Phnom Penh, Cambodia 

Tel. +855-23-964-022 / Fax. +855-23-964-033 / cambodia@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 Vientiane, Laos

Tel. 02-6200-1725 / laos@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Gedung Artha Graha 23F, Jalan Jenderal Sudirman Kav. 52-53

Lot 25,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Tel. +62-21-515-0622 / Fax. +62-21-515-0699 / indonesia@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

Suite 208, Maha Land Center, No. 56 Kabar Aye Pagoda Road  

Yankin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9-450-663-700 / myanmar@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119002, 43, Sivtsev Vrazhek Lane, Moscow, Russia

Tel. +7-495-795-3268 / Fax. +7-499-241-1948 / moscow@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