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X - The Firm, Leading Asian Law firm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부응하
는 법률 전문가들의 글로벌 리딩 로펌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 깨어 있습니다. 고객 우선,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법적 해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A

PEX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는 지난 수년 간 국내에서 최고의 법무법인 중 하나로 발돋

움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이펙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로펌이 되고자 합니다.
에이펙스는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도시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
라 전 아시아를 통틀어 가장 우수한 법무법인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큰 성장
을 이룩한 국내 법률시장은 현재 국내외 법무법인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시기에 에이펙
스는 다수의 유수 법률사무소 합병을 통해 새로운 강자로 거듭났습니다. 에이펙스는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와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보유하여 업무 분야를 다양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법률시장의 리더로 자리잡으려 합니다.
에이펙스는 최근 다수의 법률사무소들의 합병을 통해 태어난 법무법인인 만큼, 매우 다양한 분야에 대
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률 및 소송과 관련하여 국내 최고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노동, 공정거래, 자원ㆍ에너지, 스포츠ㆍ엔터테인먼트, 조세, 부동산ㆍ건설 및 지적재산
권 등 각양각색의 법률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고객들에게도 최상의 자문
과 송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이펙스 성공의 근간에는 최정예 법률전문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리더로 발전하는 법무
법인으로서 각 변호사의 자질이 법무법인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다
양한 교육적 배경과 다방면에 걸쳐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만을 채용하여 왔으며, 특히 해외에서 학
위를 취득하여 2개 언어에 능통하여 각 국가의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를 완벽히 이해하는 전문가들을
모집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국내 고객은 물론 해외 고객들의 업무도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며, 이렇듯 다
양한 배경을 토대로 국내외의 주요 대규모 거래 및 소송 건에 참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
다. 또한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최첨단 기술 관련 국제 소송 건도 자문한 바 있습니다.
에이펙스는 국제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많은 고객들이 새로운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주시하고 있음
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스는 이러한 경쟁력을 토대로 모든 종류의 법률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지역적이거
나 다국적이거나 한 분야에 집중되었거나 다방면에 걸쳐 있거나 또는 거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에이
펙스는 항상 한결 같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언제나 고
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사업 목표를 가장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
이 바로 에이펙스의 철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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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에이펙스의 법률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상호 협동하여 업무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최
상의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에이펙스의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ㆍ중재
• 각종 송무사건

(민•상사, 형사, 행정 등)

부동산ㆍ건설

• 중재•국제 중재

기 업

금 융

• 기업 전반

• 금융•증권

• 기업 준법

•해외투자

인수ㆍ합병

자원에너지

공정거래

국방ㆍ조달

조 세

노 동

지적재산권

스포츠ㆍ엔터테인먼트

LITIGATION

각종 송무사건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및 기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다양하고 복잡
한 송무 및 중재 사건의 전략수립과 수행실적이 뛰어난 변호사들로 구성된 에이펙스의 소송•중재 전담팀은
다음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상사 및 기업경영 관련 분쟁
• 물품공급계약, 판매계약, 투자계약 등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는 상사관계분쟁, 계약위반과 해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 은행(저축은행 포함),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분쟁
• 금전, 부동산거래 등 일반적인 법률분쟁,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 및 유언 등 가사 및 친족문제와 관련된 법률 분쟁
• 기업의 인수 및 합병 관련 분쟁, 경영권을 둘러싼 주주간, 주주와 기업간의 분쟁 등 기업의 경영과 관련되는
소송 및 기업소송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제기되어야 할 각종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

특허•지식재산권 분쟁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각종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침해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심판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쟁
민간 및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다양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및 조합, 시행사, 시공사 및 신탁회사 등이 참여하
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자문합니다. 아울러 법적 분쟁
발생시 관련자에 대한 고소, 각종 가처분 및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 다양한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
하고 처리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행정 및 조세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부과처분, 개발 부담금 부과, 토지수용재결처분, 영업정
지 및 취소, 파면 등 공무원의 징계처분,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한 각종 처분,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기
관의 각종 처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실시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
구, 행정처분의 취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대리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도록 도와드립니다.

형사 (개인 및 기업 관련)
일반기업 경영, 부동산거래, 건축, 재개발 및 재건축, 금융 및 증권, 노동, 지식재산권 등 기업의 경영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법법규 위반사건에 대하여 수사경험을 가진 전담변호사가 기업, 가해자 및 피
해자 등 의뢰인이 원할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 시에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며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도 함께 제
기하여 관련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중재•국제 중재
기업의 각종 계약, 거래 및 투자, 다양한 금융거래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는바, 그와 관
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국내 및 국제 중재에 있어서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중재대리를
통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판정을 이끌어 냅니다.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해외투자와 관련
된 투자자 및 대주주들의 권리보호와 국내외 기업들 사이의 국제중재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중재
• 국제학교의 부지매각으로 인한 손해액 청구 관련 중재 진행 (홍콩국제중재센터)
• 몽골 ZOOS 은행 및 하나은행간 부당한 보증금 회수로 인한 손해액 청구 관련 중재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 하나은행이 후원한 몽골 프로젝트 파이낸스 보증금 청구 관련 남흥건설 상대 중재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 국민은행이 진행한 캄보디아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원금 및 이자 관련 Camko City 등 상대 중재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후원한 캄보디아 프로젝트 파이낸스 주식 매수권 행사 관련 중재 진행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

REAL ESTATE
CONSTRUCTION

부동산ㆍ건설
에이펙스의 부동산•건설팀은 복잡한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여러 분야를 접목하는 학제적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건설팀 이외의 타 분야 변호
사들과도 적극 협력하여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스 부동산•건설팀의 법률전문인력은 국내외 건설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하여 자문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 중재사건의 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 서류준비, 협상 뿐만 아니라 완공
이후 사업을 위한 인가획득 등 건설 프로젝트, 공장건설과정의 전반에 걸쳐 고객들의 사업이 가장 성공적
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 인천 청라자유경제지구 국제도시 건설 프로젝트 해외투자자 유치 및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관련 자문
• 서울 한강 인공섬 건설 및 운영 관련 자문 및 인천 운북동 종합휴양지 개발 관련 자문
• 국토해양부에 CR-REIT 및 REIT 관련 자문
• 한국토지공사에 신도시 건설 관련 자문, 한국수자원공사에 토지수용 관련 자문, 그 외 한국토지주택공사, SH
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각 지방공기업에 산업단지 조성
등
을 비롯한 각종 법률 자문
•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주택 PF보증 등 주택 관련 각종 보증제도에 대하여 각종 법률자문
• LH, 삼환기업, 두산건설, 삼환까뮤, 효성건설, 반도건설, 동부건설, 경남기업, 롯데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금호건설 등의 건설사를 대리하여 공동주택의 하자소송 다수 대리
• 롯데건설, 반도건설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장 관련 자문, 금호석유화학의 건설부문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그 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구조조정을 통한 건설사업매각 관련 자문
•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아시아신탁, 코리아신탁, 무궁화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담
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신탁상품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 각종 법률
자
문 및 소송
• 부동산펀드 설정, 운용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법률자문
• 영흥 화력발전소, 삼천포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한국남동발전과 케이씨코트렐, 삼환
기업 간의 각종 중재사건 대리
• ㄷ중공업에 담수장비 생산 프로젝트 관련 자문
• CJ 물류센터 매수 자문

&

CORPORATE COMPLIANCE
ENERGY & RESOURCES

기업 준법
에이펙스는 고객들이 기업의 경영 준법 원칙을 확립하고 위법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펙스는 항상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특정 정책에 대한 자세한 대
응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경영사례의 향상과 기업 준법의 지속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자율준수 편람
• 하이닉스의 독점금지 매뉴얼 갱신 및 효율적인 준법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 제공
• 지멘스에 사업비용 조절 관련 자문

공공조달단체
• 해외부패방지법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관련 자문
• 한국방위사업청에 대한 레이시언의 통합방어시스템 판매 관련 자문 및 상담
• 보잉과 헬기 거래 관련 계약 교섭

자원ㆍ에너지
에이펙스는 자원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인수, 매각, 준법, 정부간 관계, 환경 관련 소송, 토지사용 및
프로젝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창의적이고 유능한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자원
ㆍ에너지팀은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법적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 한국석유공사와 로즈네프트 간 합동 석유ㆍ가스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의 초기 구성 및 자금조달 관련 자문

민영화

•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안양 및 부천 열병합발전소 매각 관련 자문
• GS 파워에 화력발전소 매각 관련 자문

법규ㆍ환경
•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의 북한 내 경수로 2기 건설 관련 자문

&

FINANCE
CROSS-BORDER INVESTMENT

금융
에이펙스의 기업 금융 업무팀은 전통적 금융 관련 업무부터 새롭고 복잡한 금융 거래까지 모두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팀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SOC 투자, 기업 금융자문, 증권 발행,
자산유동화, 인수금융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 매우 다양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업무는 한
국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등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과 진행하여 왔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 신분당선 신축 관련 투자 및 민자유치 자문
• 민간 투자기업에 김포, 경기도, 대구, 평택항, 울산 등 지역에서 재생가스 재활용, 폐기물 처리 관련 민자 유
치 자문
• 학교 시설 건설 관련 다양한 자문 및 계약서 작성
• 하나은행 및 신한은행에 골프장 건설 사업 및 도시재개발 사업(PF) 관련 자문
• 한국산업은행에 왕십리 민자역사 프로젝트 PF 관련 자문
• 대한생명보험에 여의도 Y22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PF 관련 자문

자산유동화
KDB산업은행 및 우리은행에 채권, 대출 및 부동산 유동화 관련 자문

파생금융상품
한국산업은행, 외환은행 및 신한은행에 리먼브라더스와의 통화옵션거래 조기종료 관련 자문

해외투자
에이펙스는 합작투자, 인수합병, 기업설립,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투자, 국제조세, 외국환 거래, 자산
매각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투자와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스는 국내
는 물론 해외 고객들의 업무도 완벽히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
들이 항시 상주하여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국 선양,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美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캐나다 토론토, 캘거리 등지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스 진행
• 해외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채권에 기반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발행 관련 자문
• 아모레퍼시픽의 베트남 유통사 인수 관련 자문
•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관련 자문

CORPORATE

M&A

기업 인수ㆍ합병
에이펙스의 기업 인수ㆍ합병 업무팀은 오랜 시간 동안 국내 최고수준의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현재 기업 인
수ㆍ합병팀은 국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진취적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무 및 회계 등 법률 외 분야
의 전문가들 다수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구성원들은 국내 인수ㆍ합병 역사 상 다수의 중
요한 거래에 있어 법률자문으로 참여하였으며, 대규모 인수합병 거래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금융업
• 예금보험공사의 일은증권 매각 관련 자문
• 칼라일그룹의 한국투자신탁 및 대한투자신탁 인수 입찰 대리 진행
• 웅진그룹의 쌍용화재보험 인수 시도 관련 자문

금융업 외
• 미디어 리서치 인터내셔널의 밀워드 브라운 상대 매각 관련 자문
• 신세계그룹의 월마트코리아 인수 관련 자문
• 하이닉스의 LG 반도체 지분 매입 관련 자문

생산업
• 삼성종합화학의 삼성석유화학 상대 PTA 공장 매각 관련 자문
• 크루프의 삼립산업 인수 입찰 관련 자문
• 캐나다 Camoplast의 대륙고무벨트 인수 관련 자문

에너지/인프라산업
• 한국전력공사의 GS 파워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상대 안양 열병합발전소 매각 관련 자문
• LG 에너지의 파워젠 상대 지분 매각 및 교환 관련 자문
• 삼성종합화학의 싱가포르파워 상대 발전소 매각 관련 자문
•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대우조선해양에스엠씨 매각 관련 자문(매도인측)

부실기업 인수•합병
• 진로의 하이트맥주컨소시엄 상대 매각 관련 자문
• KT&G의 영진약품 인수 관련 자문
• 에머슨퍼시픽그룹의 IMG골프장 매수 관련 자문

&

FAIR TRADING
DEFENSE PROCUREMENT

공정거래
에이펙스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모든 분야에 대해 유수 기업 및 개인을 대변한 경험을 지닌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독점 금지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를 법정에 대한 노하우와 종합하여 슬기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에
이펙스의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들은 관련 문제에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으
며, 급변하는 업계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스는 각 고객에게 맞춤 법률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독과점 및 공정거래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하여 최상의 자문
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국내 5개 음료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와 관련하여 Y식품 대리
• 국내 대표 편의점 사업주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하도급법위반 혐의에 대해 대리
•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하여 공기업 H신탁 대리
• CDT 국제카르텔 사건에서의 S그룹 계열사 대리
• 구의동 취수장 건설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건설업체들 대리 (대법원 승소 판결)
• 울산대학교 병원의 의약품구매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와 관련하여 의약품 도매상들 대리

국방ㆍ조달
에이펙스의 국방•조달팀은 국방부의 시설관리본부 및 방위산업청 등과 연계된 각종 국방조달 계약 자문을
비롯 입찰 관련 분쟁, 국방부 감사단의 감사처분, 부실벌점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된 분쟁, 국방관련
수사 및 재판업무와 국방부 소유 토지매각 및 수용 등 토지 관련 소송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정확하고 심도 깊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무인항공기(KAI 제작•납품) 지체상금 500억 부과 관련 소송 수행
• T-50B 추락사고 관련 형사소송 변론 수행
• 00건설 민투법상 입찰참가제한처분 행정소송 국가측 대리 행정소송 수행
• K-21 장갑차 전복사고 합동조사단 조사관 수행
• 천안함 합동조사단 활동
• 부실벌점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률자문
• 국방감사단 감사처분에 대한 법률자문
• 서초동 정보사 부지(3만평, 약 7,600억원 상당)매입 법률자문 수행
• 국방 BTL사업 관련 법률자문
• 국방시설사업 최저가심의, 공법심의 등 심의위원 활동
• 군형사사건, 인사소청사건, 국방부 토지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TAX
HUMAN RESOURCES & LABOR

조세
에이펙스의 조세팀은 국내외투자, 인수합병, 구조조정, 금융, 건설, 부동산개발, 국제조세 등 조세 거래 관
련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는 유능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는 사업과 투자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접근은 창의적으로 이루어져
야만 합니다. 조세팀은 모든 조세 관련 문제에 대하여 창조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며 납세 불복, 조세
소송 등 조세 관련 분쟁에서 수 번에 걸쳐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에이펙스가 보유한
광범위한 지식과 노하우는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 KDB산업은행 및 큐캐피탈의 사모투자펀드 설립 및 투자 관련 조세 건에 대한 자문
• KDB산업은행의 SPC 투자자들의 금융증권화 관련 조세 건에 대한 자문
• 현대자산운용에 부동산신탁 관련 자문
• KDB산업은행에 계열사 채무보증 관련 자문
• 취득세 및 등록세 심사 요청 관련 LH공사 대리

노동
에이펙스의 노동팀은 인수합병, 징계 조치, 조직 변경, 단체교섭, 노동 및 고용 규정과 정책, 고용 계약 및
취업 규칙, 고용차별, 보상 및 혜택, 안전 및 건강 문제 등 노동법 및 고용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팀은 관련 분야에 대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의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에 대한 임금, 노동조합 등 노동법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 Air Energy Group 등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해외기업에 국내 노동법 및 정책 관련 자문
• ING생명 한국지사 정리해고 관련 자문
• 렉시터 한국지사 및 계열사 근로관계 이전 관련 자문
• 삼성토탈에 싱가포르 전력 한국지사가 소유한 발전소 인수로 인한 노동 조합 문제 관련 자문
•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에 대한 사용자측 자문 및 소
송대리
• 경기도시공사 및 대우조선해양 통상임금 관련 소송 자문 및 소송대리
• 조선소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불법파견 관련 현장조사 및 대책 관련 자문 용역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국내 첨단기술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함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을 오랜 시간 자문해왔던 에이펙스의 위상도
드높아졌습니다. 에이펙스는 특히 지적재산권 분쟁 방지 전략 및 사업개발상 필요한 기술발전에 관한 전문
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펙스는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법규 및 소송에 대하여 노하우를 지니고 있
는 국내 및 외국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관할권 내 소송에 대하여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
다. 이외에도 에이펙스는 고객님들의 마케팅 및 운영 부서와 협력하여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제품 관련 소
송을 담당하며 경쟁사의 제품 감시도 수행합니다. 또한 무료오픈소스소프트웨어(FOSS)에 대한 정부 방침
및 과정에 대해서도 자문한 바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 퀄컴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및 자문
• RIM 국내시장 이용자 약관 검토 및 자문
• 스무디킹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
• 디엘토 라이선스 계약 등 자문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 소리 p2p 음원서비스 관련 소송 진행
• 웬디스 프랜차이즈 분쟁 관련 소송 진행
• 엔비디아 특허 침해 혐의 관련 자문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법 및 관리
• LG전자에 FOSS 관리 관련 자문
• KT에 FOSS 관리 수립 관련 자문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피지아밥콕게엠베하가 케이씨코트렐을 상대로 하는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의 케이씨코트렐 측 소송 대리
•(주)이온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호
•(주)제이씨케어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 자문 및 변호

&

SPORTS
ENTERTAINMENT

스포츠ㆍ엔터테인먼트
에이펙스는 골프장 등 스포츠시설 운영회사, 개인 고객, 기획사, 스포츠행정인, 제작사 등 스포츠와 엔터테
인먼트 관련업 종사자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합니다. 근래에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수십억 달러 규
모로 성장하였으며, 저희는 이에 따라 효율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스는 고객들의 기자회견, 금융 컨설팅 및 수익기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항상 최
고수준의 자문과 발빠른 대응력을 자랑합니다.

• 아난티클럽 서울의 인수•개발 관련 자문 및 회원권 분쟁 대리
• 힐튼 남해리조트/금강산 골프클럽&리조트 개발 관련 자문
• 남여주 골프클럽 개발 관련 자문
• 김연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여자역도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남자수영 금메달리스트) 자문
• 슈퍼리그 포뮬러 자문
•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2010, 2014 및 2018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자문
• BH엔터테인먼트 자문 (영화배우 이병헌, 한효주, 고수 관련)
• 영화제작사 화인웍스㈜ (영화 ‘7번방의 선물’ 등 제작), 케이엠컬쳐㈜ (영화 ‘미녀는 괴로워’ 등 제작)자문 및 소
송 대리
• 영화배우 강지환 소속사 분쟁 관련 자문
• 가수 ‘그룹 TOUCH’ 분쟁 관련 소송 대리
• 드라마 작가 집필계약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 제1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1st Animal Film Festival in Suncheon) 법률 자문

PRACTICE AREA CONTACTS
각종 송무사건

(민•상사, 형사, 행정 등)

강 현 중 (고문변호사)
Tel : 02-2018-0945
E-mail : hjkang@apexlaw.co.kr

우 의 형 (고문변호사)
Tel : 02-2018-0968
E-mail : lawyerwoo@apexlaw.co.kr

안 종 택 (고문변호사)
Tel : 02-2018-0964
E-mail : jtahn@apexlaw.co.kr

김 동 윤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991
E-mail : dykim@apexlaw.co.kr

민 홍 기 (대표변호사)
Tel : 02-2018-0881
E-mail : hkmin@apexlaw.co.kr

조 일 래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982
E-mail : rillycho@apexlaw.co.kr

심 규 철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963
E-mail : kcshim@apexlaw.co.kr

이 건 행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80
E-mail : ghlee@apexlaw.co.kr

이 종 주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75
E-mail : jjlee@apexlaw.co.kr

이 상 익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88
E-mail : silee@apexlaw.co.kr

김 연 수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950
E-mail : yskim@apexlaw.co.kr

김 주 완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41
E-mail : jwkim@apexlaw.co.kr

중재ㆍ국제중재
강 현 중 (고문변호사)
Tel : 02-2018-0945
E-mail : hjkang@apexlaw.co.kr

김 동 윤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991
E-mail : dykim@apexlaw.co.kr

민 홍 기 (대표변호사)
Tel : 02-2018-0881
E-mail : hkmin@apexlaw.co.kr

이 건 행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80
E-mail : ghlee@apexlaw.co.kr

차 지 훈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985
E-mail : jhcha@apexlaw.co.kr

김 재 식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17
E-mail : jskim@apexlaw.co.kr

장 종 필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27
E-mail : jpjang@apexlaw.co.kr

부동산ㆍ건설
박 기 웅 (대표변호사)
Tel : 02-2018-0806
E-mail : kwpark@apexlaw.co.kr

이 상 익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88
E-mail : silee@apexlaw.co.kr

박 범 준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03
E-mail : bjpark@apexlaw.co.kr

김 재 식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17
E-mail : jskim@apexlaw.co.kr

임 태 형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07
E-mail : thlim@apexlaw.co.kr

이 현 석 (변호사, 공인회계사)
Tel : 02-2018-0978
E-mail : leehs@apexlaw.co.kr

김 주 완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41
E-mail : jwkim@apexlaw.co.kr

장 종 필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27
E-mail : jpjang@apexlaw.co.kr

기업 전반ㆍ기업 준법
박 범 준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03
E-mail : bjpark@apexlaw.co.kr

인수ㆍ합병
박 범 준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03
E-mail :
bjpark@apexlaw.co.kr

금융
조 일 래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982
E-mail : rillycho@apexlaw.co.kr

차 지 훈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985
E-mail : jhcha@apexlaw.co.kr

이 상 익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88
E-mail : silee@apexlaw.co.kr

해외투자
박 기 웅 (대표변호사)
Tel : 02-2018-0806
E-mail : kwpark@apexlaw.co.kr
차 지 훈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985
E-mail : jhcha@apexlaw.co.kr

자원ㆍ에너지
차 지 훈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985
E-mail : jhcha@apexlaw.co.kr

공정거래
김 동 윤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991
E-mail : dykim@apexlaw.co.kr

국방ㆍ조달
김 재 식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17
E-mail : jskim@apexlaw.co.kr

이 건 행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80
E-mail : ghlee@apexlaw.co.kr

조세
우 의 형 (고문변호사)
Tel : 02-2018-0968
E-mail : lawyerwoo@apexlaw.co.kr

민 홍 기 (대표변호사)
Tel : 02-2018-0881
E-mail : hkmin@apexlaw.co.kr

심 규 철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963
E-mail : kcshim@apexlaw.co.kr

이 현 석 (변호사, 공인회계사)
Tel : 02-2018-0978
E-mail : leehs@apexlaw.co.kr

김 연 수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950
E-mail : yskim@apexlaw.co.kr

이 우 식 (세무사)
Tel : 02-2018-0826
E-mail : wslee@apexlaw.co.kr

이 병 락 (공인회계사)
Tel : 02-2018-0874
E-mail : brlee@apexlaw.co.kr

노동
안 종 택 (고문변호사)
Tel : 02-2018-0964
E-mail : jtahn@apexlaw.co.kr

지적재산권
이 건 행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80
E-mail : ghlee@apexlaw.co.kr

박 범 준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03
E-mail : bjpark@apexlaw.co.kr

장 달 영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76
E-mail : dychang@apexlaw.co.kr

스포츠ㆍ엔터테인먼트
민 홍 기 (대표변호사)
Tel : 02-2018-0881
E-mail : hkmin@apexlaw.co.kr

김 재 식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17
E-mail : jskim@apexlaw.co.kr

장 달 영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76
E-mail : dychang@apexlaw.co.kr

장 종 필 (구성원변호사)
Tel : 02-2018-0827
E-mail : jpjang@ap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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