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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과 패기 넘치는 로펌 - 법무법인 준경

법무법인 준경은 젊음과 패기를 바탕으로 30대의 변호사 6인이 뜻을 모
아 설립한 법무법인으로, 고객에 대한 원스탑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목표
로 고객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헌신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최상의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해결책을 제공해드립니다.

국내업무는 물론 해외업무에 있어서도 국제적 수준의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요구도 만족시켜 드립니다.  

업무전무성 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공익성 및 민주성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준경

준경은

준경은

준경은

준경은

준경은



고객중심 Client-oriented

준경은 고객의 상황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확한 solution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객과의 소통을 추구합니다.

원스탑 서비스 One-stop Service

준경은 고객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
문성 확립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Globalization

준경은 국제적 수준의 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대형 로펌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인적 자원(Human 
Resources)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윤리성 Ethics

준경은 업무전무성은 물론 윤리성, 공익성 등을 철저히 견지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바람직한 ‘법률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준경은 법원, 중대형 로펌 및 금융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2011년 1월
에 설립한 신생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준경은 수임료의 부담으로 인하여 대형로펌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형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준경은 단순히 고객이 물어보는 것을 답하는 수동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고
객이 원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고 함께 연구하여 최선의 해법을 찾아내는 능동적인 
변호사들이 모인  로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준경은 송무, 기업,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변
호사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폭 넒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이 추구하는 거래(transaction)의 구심점이 되는 새로
운 모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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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주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3-1 한승 아스트라II 507호
TEL:(02) 2088-2601 FAX:(02) 599-2608

안산분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2 하눌법조 204호
TEL: (031) 405-8853 FAX: (031) 411-8851

화성분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2-1 2층
TEL: (031) 353-5386 FAX: (031) 35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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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Corporate)

금융 증권 (Banking & Finance, Securities)

부동산 (Real estate)

소송 (Litigation)

형사 (White Collar Crimi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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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
업무영역



Corporate
기업일반

법무법인 준경은 기업의 설립 및 운영, 계약체결, 분
쟁 등과 관련된 회사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도산법, 
세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각
종 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 등의 기업 일반 업무 전반
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여 M&A, 합작투자
(Joint Venture), 외자유치, 해외투자 및 역외펀드 설
립, 기술이전계약, 프랜차이즈계약, 용역 계약 등 각
종 국제거래에서의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인허가 기
관에 대한 신고 등의 법률서비스와 외환거래 및 국
제조세 등에 관한 법률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기업인수, 합병,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영업양수
도, 자산양수도 등 M&A 분야에서 요청되는 단계별 
전략 수립 및 구조 수립

• M&A에 관련된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실사
(Due Diligence) 각종 실무 협상 및 인허가 관련 자
문 

•경영권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기업의 운영 및 영업에 관한 각종 국내외 계약서 작
성, 검토 등 자문

•다양한 형태의 상업등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합작 투자(Joint Venture)
와 관련하여, 투자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투자
자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최선의 회사 소유구조 및 
기업지배구조 검토,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인허
가 업무, 기타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

•해외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및 국내기업의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
원, 볍률실사,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인허가 업
무, 기타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및 역외펀드 설립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인허가 업무, 기타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

•기술이전계약, 용역계약 등 각종 국제 계약 관련 계
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기타 국제 거래 관련 외환거래법 및 국제 조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Real Estate
부동산

법무법인 준경은 오피스 빌딩의 매매자문부터 부동
산개발과 관련된 각종 자문, 부동산 금융자문 등 부
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국내외 부동산 투자리츠, 부동산 신탁 등 부동산펀
드 관련자문

•부동산개발, 부동산취득,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ABS, PF ABCP, PFV 등 건설 및 인수금융 관련 자
문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국제계약 자
문 및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자문

•국가계약법규, 관급공사, 입찰관련 자문
•건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보증 
등에 대한 자문

•부동산 매매 관련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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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ing & Finance, Securities
금융 증권
법무법인 준경은 국내외의 다양한 금융거래와 관련
한 법률자문 과정에서 축적해온 전문성과 경험에 기
초하여 종합적인 금융 증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금융거래에 대하
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를 포함하여 PF, PF ABS, PF ABCP등 다양한 
금융거래구조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시공사와 시행사 및 재무적 투자자에 대하여 
컨소시엄 구성이나 법인 설립부터 자금조달 및 프로
젝트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Hedge 
Fund), 벤처펀드 등 집합 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수금융(M&A Financing)

다양한 형태의 금융수단을 이용하여 인수금융 관련 
거래별로 고객이 원하는 상업적 수요(Commercial 
Needs)를 만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고객의 해외에서의 인수금융, 외국고객의 국내에서
의 인수금융 등 국제금융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PL, 구조화 금융

자산 유동화(ABS, ABCP) 등에 관해서도 법률자문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채권(NPL) 및 부실 
자산의 매각, 인수 및 유동화에 경험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자동차할부대금채권,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계
약서 작성, 협상 및 법률자문 업무도 아울러 수행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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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 Arbitration
소송 중재

법무법인 준경은 구성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
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의 소송을 수행
하면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각종 
건설 부동산 관련 사건, 금융상품에 대한 분쟁, 
M&A 분쟁사건 등에서도 다른 중소형 로펌에 비하여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분쟁해결 능력을 선보이
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금융증권 보험 관련 분쟁
•인수합병(M&A), 회사관련 분쟁
•공정거래 관련 분쟁
•도산법 관련 분쟁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정보통신 미디어 관련 분쟁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
•조세 분쟁
•건설 부동산 관련 분쟁
•노동 및 산재 관련 분쟁

White Collar Criminal Defense
형사

법무법인 준경은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각종 형사 사건은 개인 형사사건과 달리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회사법, 자본시장
법 등 전문적인 법리를 동원하지 아니하면 공격과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준경은 기업법무, M&A, 기업금융, 공정거래법, 지적
재산권법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풍부한 대기업 및 금융 기관 형사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기업활동 관련 각종 형사고소 대리 및 형사고소 사
건 방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형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
법 위반 사건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상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건
•환경관련규제법 위반 사건
•건설관계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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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귀뚜라미

오리엔트 전자

도화엔지니어링

삼양옵틱스

트라이브릿지캐피탈

스톤브릿지캐피탈

마이어자산운용

네비스탁

한동건설

천일고속

그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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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List
주요 고객회사



법무법인 준경

Members
구성원



변호사 이력
김호윤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 23기 수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법무법인 한얼 변호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졸업
스톤브릿지캐피탈 상무
법무법인 준경 고문 변호사

김수엽
우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 31기 수료
육군 법무관
울산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준경 대표변호사

•코아에스이비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 발행 주식 인수와 관련된 거래 자문
• KKR의 오비맥주 주식회사 인수와 관련된 거래 자문
•두산인프라코어의 Bobcat(미국 중장비 회사) 인수 관련 재무적 투자자 자문
•독일계 연기금의 서울 중구 소재 빌딩 인수와 관련된 거래 자문

박종우
서울영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 33기 수료
공익 법무관 (서울고등검찰청)
미국 공인회계사 (US CPA) 합격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법무법인 준경 구성원 변호사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의 점포 개설 관련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자문 업무 수행
•삼성 테스코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각종 부동산 및 손해배상 소송 업무 수행
•서희건설, 서해종합건설 및 인천 도시개발공사의 부동산 및 건설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 수행

김태현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 37기 수료
삼성그룹 법무실 변호사
삼성증권 법무팀 변호사
법무법인 준경 구성원변호사

•삼성특검(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된 송무
•용산역세권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거래 자문
•진로의 유가증권시장 재상장과 관련된 거래 자문

법무법인 준경



김건
경기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법 전공
사법연수원 제 39기 수료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법무법인 준경 구성원변호사

• KIKO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행
•대우건설 매각 실사 수행
• White Collar 범죄 피고인 변호 수행

백성문
경기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 39기 수료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법무법인 준경 구성원변호사

•부산서부버스터미널의  점포개설 관련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자문 업무 수행
•용산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 소송 수행

법무법인 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