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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법무법인 제현은 국내외 개발사업 및 투자금융과 기업 및 화이트칼라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서 검찰 고위직을 역임하거나 국내 유수의 로펌에서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금융거래 관련 법무와 기업법무를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오던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제현은 오랜 동안 금융, M&A, 기업구조조정, 기업법무,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외국환거래, 공정거래, 조세, 기업 및 화이트칼라형사 등 국내외 개발사업과 투자금융에
필요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안정한 투자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자의
경제적 요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투자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래나 투자의 조건과
구조의 수립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창의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Solution 을
제공하는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동안 프로젝트금융, 구조화금융 등 투자금융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유형의 사업, 투자나
거래를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제현은 고객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각의 전문 업무영역을
담당하는 working group 을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각종 법령 개폐 및 실무의 변화에 발
맞추어 끊임없이 최신 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고객이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제현의 소속 변호사들은 오랜 경험과 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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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I. 개발사업 및 투자금융 부문
본 법무법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 학교, 상하수도 등),
부동산개발, 발전/에너지사업, 산업플랜트, 환경시설사업, 자원개발 등 각종 국내외
개발사업과 그에 관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투자금융에 관하여 폭 넓은 상업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능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 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에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근래 해외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에너지사업,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사업과
그에 관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투자금융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다수의 사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실적
해외 인프라사업
- 미국 뉴멕시코 복합 화력발전소 지분인수 법률자문
- 멕시코 노르떼 가스 화력발전소 지분인수 법률자문
- 호주 월슬리 열병합발전소 지분인수 법률자문
- 인도네시아 INDAKO 석탄화력발전소 초기 사업 검토 법률자문
- 미국 롱아일랜드 복합 화력발전소 PF 법률자문
- 미국 CVEC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지분 및 후순위투자 법률자문
- 미국 펜실베니아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선순위대출 법률자문
- 영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자문
- 호주 바이오에탄올 발전사업 거래 구조 자문
- 터키 매립가스 발전소 건설사업 법률자문
- 미국 캘리포니아주 외 5 개주 432MW 태양광발전사업 지분 담보대출 법률자문
- 이탈리아 Sicily Region, Melilli 지역 8.13061 MW 태양광발전사업 외 11 건 법률자문
- 루마니아 Livada 지역 56MW 태양광발전사업 외 12 건 법률자문
- 필리핀 30MW 태양광발전소 법률자문
- 캄보디아 유료 도료 및 교량 건설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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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유료 도로 교량 건설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법률 부문 담당)
- 콩고 민주공화국 유로 도로 교량 건설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법률 부문 담당)
- 베트남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 북경화푸빌딩 인수자문
- 베트남 하떠이성 소재 아파트 및 상가 complex 부동산 개발사업
- 로얄가든리조트개발의 필리핀 앙헬레스 로얄가든 콘도미니엄개발 프로젝트
- ㈜지코앤루티즈의 인도네시아 발리 소재 풀빌라호텔 자산인수프로젝트 자문
- ㈜지코앤루티즈의 캄보디아 재래시장 재개발 프로젝트
- 중국 진황도시 부동산개발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
- 중국 상해 City Centre 부동산 매입 금융
- Dubai 주상복합 프로젝트 금융, 담보신탁 및 자산 양도
- 카자흐스탄 솰바-좔가노이 지역 유전투자 거래구조 및 초기사업타당성 자문
- 필리핀 앙헬레스지역 로얄가든골프클럽 지분투자 및 리조트개발 프로젝트 자문
- 인도네시아 발리 웅아산풀빌라인수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부대시설 투자프로젝트 거래구조 및 법률실사 수행
- 뉴욕 맨해튼 Hotel 및 Residential Condo 개발사업 거래구조 및 사업타당성 검토
- 뉴욕 맨해튼 High Line Development 프로젝트 법률실사 및 거래구조 검토 자문
- 호주 NSW주(시드니) Burwood지역 주상복합콘도미니엄 개발사업
- 중국 톈진 빈하이신구 공항물류 상가개발 프로젝트 사업타당성 및 거래구조 검토
- 베트남 호치민 콘도미니엄 부동산개발 거래구조 및 법률실사
- 베트남 호치민 냐베지역 신도시개발 프로젝트 거래구조 검토

국내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 BTO 표준협약 작성(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강남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 대구제2팔달로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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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 울산 신항만 민간투자사업
- 인천 북항 다목적부두 (2-1단계) 민간투자사업
- 인천 남항 민간투자사업
-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민간투자사업
- 제주 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
- 여수세계박람회 해양생물관(아쿠아리움) 민간투자사업
- 전라선 철도 BTL 민간투자사업
- 청주, 김해, 여수, 울산시 등 다수의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 대전 새터초교, 대덕고, 안매초, 신현고 등 다수 학교 BTL 민간투자사업
- 충북대 기숙사, 수도권 대학기숙사 등 다수 기숙사, 교직원시설 BTL 민간투자사업
- 해군 진해기지관사, 육군 용인관사 등 다수 관사 및 병영시설 BTL 민간투자사업
-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제주도립미술관 등 다수 주민편의시설 BTL 민간투자사업
-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및 재구조화
- 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 및 재구조화
- 대구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재구조화
-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및 재구조화
-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및 재구조화
- 만월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및 재구조화
- 지하철 2 호선 스크린도어 민간투자사업

국내 발전/에너지사업
- 2007 년 고창군 12MW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금융 후 다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금융
- 상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국내최초 수상태양광 PF)
- 제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 평창 운두령, 여수 금성, 제주 월정, 제주 월령, 양산 에덴밸리 등 풍력발전사업
- 청산공단 스팀열공급사업 프로젝트금융
-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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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CO (1,800MW LNG Power Generation Facility) 인수금융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 해운대 LCT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프로젝트금융
- 인천청라지구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테마파크형 골프장사업) 외국인투자자 자문
- 부산 센텀시티 23BL 초고층복합시설 개발사업 부동산금융
-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복합상업시설 부동산금융
- 용인 성복동 롯데캐슬파크나인 공동주택 외 다수의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개발사업
- 군북산업단지 개발사업
-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
- 순천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프로젝트금융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복합단지개발 공모형 PF사업
- 양주시 고읍택지개발 프로젝트금융
- 의왕지식문화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금융
- 쌍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선도매각거래 자문
- 동자동 제 8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주단 자문
- 중학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매수자 자문
- 대전 은행동 1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주단 자문
- 광진구 능동로 제 3 지구 재건축 프로젝트금융
-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개발사업(관광호텔개발형 골프장사업)
- 스테이트 윌셔 골프장 개발사업
- 햄튼 CC 조성사업 프로젝트금융
- 아데나 CC 조성사업 프로젝트금융
- Merlin 의 춘천 레고랜드 개발 사업 및 합작투자 자문
- DPR Construction 의 인천 청라지구 내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드림타운 개발 투자 자문
- 경북 영천 내 MRO 사업부지 리스 관련 자문
- Starwood 의 Baccarat 호텔 운영 및 기술 지원 사업 관련 자문
- 캠코의 부실아파트 정상화 사업 자문
- Mapletree 의 이천물류창고 인수 및 Master lease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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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사업
-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 경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 경주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 문경SPC 음식물/슬러지 건조시설구축 민간투자사업
- 여수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
-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사업

자원개발사업
- 인도네시아 DSLNG 인수
- 사할린 석탄회사 매수 관련 자문
- 상동 마이닝 광산(텅스텐) 개발 프로젝트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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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 부문
본 법무법인은 앞서 언급된 다양한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투자금융
업무

외

신주

및

회사채

발행,

해외증권발행,

집합투자(간접투자),

상장업무,

자산유동화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금융을 위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국내외 금융기관,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추구하는 기업 및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
투자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
증권발행 및 상장 업무
- 만도 발행 사모사채 인수
- CL LCD 사모 BW 인수
- KSR 사모 BW 인수
- 메드뱅크 사모 BW 인수
- 위디츠 제3회 사모 BW 인수
- 게임하이 우회상장 자문
- 유비프리시젼 사모 BW 인수

해외증권발행
- LG 산전 사무라이본드 발행 외 다수

선박금융
- 현대상선 동북아 2호 선박금융(US$42,000,000) 및 선박펀드 설정
- 현대상선 동북아 3/4/5호 선박금융(US$175,287,000) 및 선박펀드 설정
- 현대상선 동북아 10-14호 선박금융 및 선박펀드 설정
- Polaris Shipping 동북아 21호 선박펀드(KRW12,999,600) 설정
- 거북선 1호 선박금융 및 선박펀드 설정
- 하나은행과 창명해운/진양해운/그린월드/SINOKOR 등 중고선 선박금융 다수

항공기금융
- Sky Star Airway 항공기 매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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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 우리카드 US500,000,000 ABS Floating Rate Bond 발행
- 신한카드 USD400,000,000 Credit Card Receivables Backed Notes 발행
- 중외제약 제5차 매출채권 자산유동화 외 국내 ABS 발행 다수

부실채권매각 관련 업무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회수와 관련한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및 채권실사에 대한 법률자문
- 외국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관련 법률자문
- 기타 다수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및 운용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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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업인수 및 합병(M&A)과 인수금융 부문
본 법무법인은 국내외 기업의 M&A 건에 참여하여 거래 초기의 예비교섭, 실사업무 및
타당성조사에서부터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각종 거래문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주무관청 제출 문서를 검토하는 한편 거래를 종결하고, 거래종결 전 사항들을 처리하는 등
각 거래 단계마다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최적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조직개편,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지배권 변동, 주주간의
분쟁 등에 대비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인수 및 합병에
수반되는 인수자금의 조달을 위한 다양한 기업인수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다양한 M&A 업무 수행경험 및 M&A 거래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기관들을 대리하여 대규모 M&A 거래에 있어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인수금융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실적
M&A
- 회생회사 극동건설 매각 관련 자문
- 경남기업 인수 자문
- 극동건설 인수 자문
- 동양생명 지분 인수 자문
- 금호산업 지분인수 관련 자문
- DPR Construction의 하나금융지주 IT자회사 지분인수 투자 자문
- 한글과컴퓨터, 한중선박기계, 국제종합기계 주식 인수 자문
- 하이디스 주식 및 사채 인수 자문
- 금호생명보험, 수완에너지, 게이트뱅크, 케이아이뱅크 주식 인수 자문
- 한중선박기계 사업 인수 자문
- 에이피텍의 사업 매각 (양수인 FEI Company 그룹) 자문
- 팅크웨어 주식 인수 및 옴니시스템 카드사업 인수 자문
- 바이올시스템즈, 천인, 시대전기, 성진지오텍 및 대한에스티, 소림, 아이비스포츠,
엠이시, 에버플, 케이에스넷, 이니시스 등 다수 회사주식인수 자문
- 한국알콜산업 영업양수도 관련 자문
- 삼성물산 영업양수도를 위한 금융
- 두산 처음처럼 주류사업 인수 자문
- 구 대신생명 자산양수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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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 및 합작투자 자문
- 페트로코너지 운영권 인수 및 흡수합병 자문
- 토마토저축은행 자산부채 인수 자문
- 외식업체 S사의 프랜차이즈 사업 물적분할 및 지분매각 자문
- S 노선버스회사 인적분할 자문
- 드림파마의 인적분할을 통한 한화도시개발 분할신설 자문

- 중국 업체(Changyou)의 게임회사 나딕게임즈 발행의 전환사채 인수 자문
- 미국 Palo Alto 소재 생물공학연구 및 신약품 개발 회사 역삼각형 합병인수 자문
- 대우조선해양 매각 및 태국 Siam City Bank Public Co., Ltd 주식인수자문

인수금융
- 뉴코아 인수금융
- 해태유통 인수금융
- 한국까르푸 인수금융
- 한일합성 인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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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업법무
본 법무법인은 국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회사법, 공정거래법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신규사업 수행시 관련 인허가 취득, 적법한 사업구조 설계 등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설립업무, 주주총회의 운영, 채권이나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그리고 주식매매거래와 관련된 기업법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외국기업들을 대리하여 국내에서 합작투자 회사, 컨소시움, 자회사, 지점 및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인·허가 취득 및 등록절차 완료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수의 국내 기업들을 대리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추진하는 국제상사거래에 대한 자문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총괄적인 조세서비스 및 조세관련 소송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금융을 위한 세무 구조의 개발과 자문에 상당한 능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허, 상표, 실용신안 등 전통적 지적재산권 분야, 영업비밀 및 제조물 책임
분야, 전자상거래 및 소프트웨어개발, 사용 등 첨단 정보기술(IT)분야 관련 각종 자문과
계약서 검토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도산 징후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하여 M&A, 영업양수도, 자산/부채 인수 등을
통한 기업갱생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부실채권의 매각 및 자산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회생과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도산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최신 도산이론에 대한 연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투자금융에 있어 채무자의
도산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구조의 개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투자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적법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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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업 및 화이트칼라형사
본 법무법인의 노승권 대표변호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1 과장 및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 특수ㆍ첨단범죄ㆍ금융 관련 전문 수사를 수행하고 대구지검
검사장 등 검찰 최고위직을 역임하여 기업ㆍ금융ㆍ첨단범죄 등 화이트칼라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권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형사(수사)팀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기업 및 화이트칼라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해당 분야에 관하여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독기관의 조사절차에서부터 수사절차, 재판절차 등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형사(수사)팀은 형사적인 문제에 관하여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형사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업무수행 과정상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수사팀)은 고객의 이익이 타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침해될 경우, 풍부한
수사경험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한 증거수집과 법리구성을 통하여
침해상태를 배제하고 불법행위자가 응분의 형사적 제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는 해법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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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송무 부문
본 법무법인은 기업 일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분야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상사중재,
국제중재 관련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 금융과 건설 부문의 소송을
처리해 오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실적
- W은행 의뢰 오일펀드 손해배상 사건
- W은행 의뢰 파워인컴펀드 손해배상 사건
- W은행 의뢰 채무부존재확인, 배당이의, 보증금청구 사건 등
- S은행 의뢰 손해배상, 근저당권말소 사건 등
- M화재 의뢰 채무부존재, 보험금 지급청구 사건 등
- M증권 의뢰 대출금상환청구, 사채원리금상환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 인천도시개발공사 의뢰 손해배상, 토지수용보상금사건 등
-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분쟁 관련 소송
-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열과 전기의 공급중단금지가처분
- 낙찰자지위보전가처분
- K건설의 하자보수금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 H건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 및 법률자문
- G건설 공사대금지급 소송업무
- S건설회사의 하도급공사대금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
- 서울 성수동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업무
- 김포 재건축조합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
- 서울 송파구 재건축조합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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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ing Partner, Attorney

▣ 대표변호사 노승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제 31 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 21 기 수료
- 미국 스탠포드대학 방문학자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대검찰청 수사연구관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창원지검 특수부장
-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 부장
- 대검 중앙수사부 1 과장
- 부산지검 제 2 차장검사
-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승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1 차장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법연수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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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s
▣ 변호사 황호동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중국 북경대학 법학과 연구학자
-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Law School
- 제 31 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 21 기 수료
- 군법무관 전역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법무법인 평산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 상임고문 김권성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美 Duke University Graduate School Political Science (M.A)
- 제 42 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서기관
-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現 국정상황실) 행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장
- 외교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경제참사관(상무관)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부이사관)

▣ 미국변호사 황학천
- 고려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석/박사과정
- 호주 Griffith University
-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소속 사내변호사
-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내변호사(싱가포르 지사 근무)
- 법무법인 양헌(구 평산)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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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종호
-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동 대학원 (경영학 석사)
- 제 28 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제 45 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 35 기 수료
- 세동회계법인, 안건회계법인
- 제 3 군수지원사령부 관리처
- 한국세법학회 정회원
- 법무법인 은율
- 법무법인 서정

▣ 변호사 차상열
- 한양대학교 법학과
- 제 44 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4 기 수료
- 군법무관 전역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법무법인 새빛 / 해자현 변호사
-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

▣ 변호사 이지형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동 국제대학원 국제협력(국제법) 전공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재학 중 (국제거래)
- 큐슈대학교 국제거래법 LLM
- 제 46 회 사법시험합격
- 사법연수원 38 기 수료
- 현대자동차계열 현대위아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넥서스

▣ 변호사 구영신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 제 48 회 사법시험합격
- 사법연수원 제 38 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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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해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변호사 권사현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공학석사)
- 제 50 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1 기 수료
- 공익법무관(법무부, 법률구조공단)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변호사 김홍석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석사 수료
- 제 51 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1 기 수료
- 공익법무관 (법률구조공단, 대검찰청)
- 법무법인 명진
- 법무법인 충정
▣ 미국변호사 김주봉
- Carnegie Mellon University (BS)
-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in Taxation)
- WLG PLLC 변호사
- 일진그룹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변호사 전상욱
- 新潟市立寄居中学校(新潟市 中央区営所通２, 日本)
-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 학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 3 회 변호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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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스특허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조율 / 법무법인 서린

▣ 변호사 손한수
- 제 51 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1 기 수료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태일 구성원변호사
▣ 변호사 박범진
- 고려대학교 경제학사
- University of Michigan in Ann Arbor, 경영대학원(MBA)
- 삼성코닝㈜ 및 신한은행 근무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 4 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남산
▣ 변호사 임선아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 8 회 변호사시험(2019) 합격
▣ 변호사 최신미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 9 회 변호사시험 합격
▣ 변호사 권대훈
- 미국 뉴욕주립대학교(SUNY Buffalo) 정치학과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 9 회 변호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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