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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쉐퍼드멀린은 1927년에 설립 되어 소속 변호사 600 여명이  제조 및 서비스 등 모든 산업 분야에  자문 및 송무 등 

모든 영역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로펌입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DC, 샌디에고, 

오렌지카운티, 센츄리시티, 팔로알토, 델마, 런던, 브뤼셀, 베이징, 상하이, 서울 등 전세계 16개 도시에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는 쉐퍼드멀린이 세계적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사세를 확장하여 온 쉐퍼드멀린의 고객위주의 성장정책은 

저희 글로벌 리더쉽의 전략적 핵심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차별화된 서비스 – 고객우선주의 

 
많은 로펌들이 탁월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 니다.  저희 쉐퍼드멀린에게도 이는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펌이 어떻게 ‘고객서비스의 탁월함’을 정의하느냐가 아니고 고객이 

어떻게 ‘고객서비스의 탁월함’을 정의 하느냐이므로,  저희 쉐퍼드 멀린은 로펌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항상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자문하고 고객의 소리에 항상 주의깊게 귀기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쉐퍼드멀린에서 매일 항상 일어나는 일상이고 쉐퍼드멀린을 차별화하는 점입니다.  

 
쉐퍼드멀린의 다음 질문은 “우리의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를 능가하고 있는가?”입니다. 저희는 고객의 기대를 

단지 그냥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고 여기고 고객의 요구에 항상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고객은 저희의 이러한 신속한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저희의 서비스가 완벽하면서도 

실무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쉐퍼드멀린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고객가치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희는 비법률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명확한 언어로 고객에게 완벽하고도 실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오랜 고객들은 “쉐퍼드멀린은 다른 곳과는 달리 고객이 당연히 곁에 계속 머물러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쉐퍼드멀린은 고객과 일하는 매일 매일을 항상 고객과 일하는 첫 날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쉐퍼드멀린이 다른 로펌들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쉐퍼드멀린은 모든 가치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놓는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쉐퍼드멀린의 ‘고객우선’ 주의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시차와 지리적 

차이가 더 이상 고객서비스에 있어서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로펌 개황 

 

 U.S. News & World Report 및 Best Lawyers의 “Best Law Firms”에 선정 

 The American Lawyer의 “The Global 100” 및 “The World’s Highest Grossing Law Firms”에 선정 

 2012 “In-House Community Asian-Mena Counsel Firms of the Year” 

 2012 BTI Consulting주관 미국 사내변호사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고객이 뽑은 최고의 로펌들”로 선정 

 Benchmark Litigation 2013의 캘리포니아 최고의 소송 로펌으로 선정 

 Inc. Magazine 의 미국 내 “가장 성장이 빠른 기업들”에 선정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견줄 데 없는 로펌을 선정하는 “The BTI Client Service A Team 2012”로 선정 

 2013 The Asian Lawyer의 “The Asia 50”(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50대 로펌)에 선정 

 매년 400명 이상의 소속변호사가 Chambers USA, Legal 500, Best Lawyers in America, Super Lawyers 등 주요 

법률전문지가 주관하는 랭킹에서 상위에 랭크 

 미국 내 다수 Pro Bono 기관에서 “Firm of the Year”을 비롯하여 상위에 랭크 (ABA 및 기타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공익법률서비스에 적극적 참여 및 매해 “올해의 Pro Bono 변호사”를 선정하여 

적극적 활동 유도) 

 

업무 분야 

 
포춘지 선정 100 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쉐퍼드멀린의 고객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매료시켜왔던, 

쉐퍼드멀린이 특별히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업무영역은 다음 분야들입니다: 

 

 공정거래  인수·합병/ 회사법 

 국제거래  자본시장 

 금융거래  정부계약  

 노동/고용  조세/상속 

 부동산/환경 

 소송/중재/화이트칼라범죄 

 파산/구조조정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광고 및 관련 기술 



 

 

. 

 
산업 커버리지 

 
쉐퍼드멀린은 특정 산업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모전문투자/벤처캐피탈  

 건설  생명과학/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  선박/해운 

 광고  소매 비즈니스  

 국방  스포츠 

 금융  식음료 

 기후변화 

 남미 비지니스 

 아웃소싱 

 에너지/청정기술  

 디지털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예술 

 보험  항공/우주 

 부동산  의료/제약 

 뷰티/패션/의류 

 호텔, 리조트 및 레져관련 사업 

 통신∙방송/연방통신위원회 

 

한국 업무 그룹 

 
 
쉐퍼드멀린은 오랜 기간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각 

지역의 대표적 기업들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쉐퍼드멀린의 변호사들은 아시아 기업들의 필요와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 

합니다.   

 
 

 

 

 

쉐퍼드멀린 서울사무소의 주요 업무 분야 
 

다음은  쉐퍼드멀린 서울사무소의 핵심 주력 업무분야 입니다: 

 

 국제 공정거래  국제 준법감시  

 엔터테인먼트·광고 및 관련 기술  국제 자본시장 

 해외 인수·합병  국제 합작투자/전략적 제휴 

 국제 소송/중재  국제 금융거래 

 국제 도산/구조조정  지적재산권 

 노동/고용  국제 조세/상속 /이민 



 

 
 

 
지난 수십년간 쉐퍼드멀린은 공정거래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여 왔습니다. 쉐퍼드멀린의 업무분야는 현재 

인수∙합병과 관련된 기업결합 및 구조적 이슈, 형사대배심절차, 공정거래법의 국제적 집행, 가격책정 및 상품 

유통, 연방 및 주의  공정거래법 및 불공정경쟁법에 근거한 집단소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리하고 

있는 고객들은 전기/전자/반도체, 보건의료, 제약업계, 금융서비스, 항공우주, 에너지, 기술, 출판, 물류, 국제송달 

및 요식업계 등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합니다. 

  
쉐퍼드멀린의 공정거래팀 변호사들은 미국 법무성, 연방검찰, 그리고 연방공정거래위원회의 전관 출신 변호사, 

전문지(Chambers & Partners)에 의해 미국내 동 분야 권위자로 선정된 변호사, 미국 전역에 걸쳐 공정거래 

분야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변호사(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가 선정한 올해의 캘리포니아 공정거래법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의 공정거래 및 불공정경쟁분과의 전직 회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정거래팀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훌륭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 및 아시아권의  주요 기업들의  공정거래사건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정부조사 

  
공정거래법상 집행의 대부분은 정부기관 특히 연방공정거래위원회와 미법무성의 공정거래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주검찰은 종종 공정거래사건을 조사하고 집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카트라이트법과 불공정경쟁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쉐퍼드멀린은 인수∙합병 거래, 합작투자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가격 책정 및 유통 관련 제한에 관한 정부의 민사적 조사절차 및 집행절차에 대하여 한국의 고객들에게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합병관련 집행 절차에 대한 저희 공정거래팀의 풍부한 지식과 직접적인 경험은 

고객들이 종종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는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 왔습니다. 또한, 저희 

공정거래팀은 오랫동안 연방공정거래위원회와 미법무성을 상대로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명성을 

쌓아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 담당자들과도 견고한 업무상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팀 소속 

변호사들은 다년간 정부의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과를 통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쉐퍼드멀린을 신임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장 

중대하고 민감한 공정거래 이슈들을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민사소송 

 
연방과 주의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적인 당사자들이 3배 손해배상, 가처분 및 변호사 비용 보전등을 요구하며 

공정거래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가격담합, 가격 차별, 유통 제한, 독점화 등 

다양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쉐퍼드멀린은 이러한 소송에서 피고 또는 원고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왔습니다. 

 
한편, 저희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공정거래 집단소송사건들 가운데 다수의 소송에서도 다양한 피고들을 

대리하여 왔고, 이러한 소송들에는 전력 도매, DRAM, 비타민 및 화장품과 관련된 소송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스포츠에서 신문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에 걸친 고객들을 대리하여 독점화 및 합병 사건을 방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은 전세계 각국의 공정거래 관련 정부기관 대응시의 

조율입니다. 통상 한국의 기업들은 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전세계적인 대응의 조율 및 지휘를 저희 공정거래팀에  

요청하여 왔고 저희 쉐퍼드멀린은 이를 잘 조율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 

 

 
쉐퍼드멀린은 정부규제당국과의 이슈를 선제적으로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강력하고 국제적인 

준법감시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기업고객을 위해 저희는 

공정거래팀 구성원 가운데 한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이해와 도입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정부당국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쉐퍼드멀린의 엔터테인먼트·광고 및 관련기술 담당 변호사들은, 

이태리, 독일, 프랑스 및 스페인의 제작사들의 위성방송 및 케이블 

플랫폼 딜을 성사시키는 등, 세계 각지에서 수년간에 걸친 

텔레비전 출력 라이센싱과 합작투자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사인 

대중매체 및 프로그램 제작사를 위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제작사인 고객에게 신흥시장을 포함한 국제시장 

에서 전략적, 기술적 업무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한편, 저희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조약 

하에서 각 제작사들에게 적용 가능한 조세상, 금융상 기타 다양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국제적인 

공동협력제작 방식의 거래 구조화에도 축적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위와 같은 통신설비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있어서도 메이저 스튜디오, 독립제작사,  

금융기관 등의  고객을 대리하여 쉐퍼드멀린은, 수익성이 높은 텔레비전 시리즈 등 영화 및  텔레비전의 콘텐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회 발굴, 자금 조달, 제작 및 배포의 전 절차에서 성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콘텐츠 사업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캐릭터 상품 판매 등 각종 이권 및 

사업기회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미국과 여타 국가에서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한편, 의류/패션사업과 관련하여 쉐퍼드멀린은 신규시장 진입 및 제품과 브랜드 보호 등의 업무에서 여러 다국적 

패션기업에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쉐퍼드멀린은 해외시장에서의 주식 및 채권발행 거래 등에 있어서 주관사 및 금융기관 등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저희의 자본시장업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국내/해외 투자 구조화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관련 법규자문 

 사모증권발행(Rule 144A 및 Regulation S) 

 기업공개 



 

 

 추가 증자(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 

 주식예탁증권(American Depository Receipt) 

 해외 파산 및 교환 오퍼(Cross Border Insolvencies and Exchange Offers) 

 투자등급채권 및 정크본드 발행 

 
저희는 또한 국내외 발행사를 위해서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기업실사업무, 로드쇼 등 발행시장과의 소통 및 당해 

증권의 발행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소 그리고 각국의 유사기관에 대한 공시업무 등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쉐퍼드멀린은 해외 인수∙합병과 기타 해외지분투자거래에서 국내외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외국고객(미국자회사 포함)의 미국기업(지배/비지배) 지분인수 및 투자종료시의 지분매각 

 미국고객(외국자회사 포함)의 외국기업(지배/비지배) 지분인수 및 투자종료시의 지분매각 

 포트폴리오투자 기타 해외지분투자거래 

 국내외에서의 미국/외국기업간의 합작투자 

 공정거래법(Hart-Scott-Rodino) 소정의 기업결합신고와 외국인투자법  

(Ex Florio)  소정의 지분인수신고 및 등록절차 

 부실기업의 지분 및 자산 인수 

 
쉐퍼드멀린은 미국내 거래를 통해서 축적된 지식, 노하우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거래와 특별히 관련되는 

이슈들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통해 공개 또는 비공개 등 거래공개여부, 양자협상구조 또는 경매구조 등 

거래구조적 차이,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 사모전문투자자 또는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별 차이 등 개별 거래에 

있어서의 각종 특수성을 불문하고 모든 인수∙합병과 지분인수거래에서 고객을 위해 성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한국기업을 포함한 해외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하거나 미국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거래 상대방과 합작투자나 기타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는 것입니다.  쉐퍼드멀린은 수많은 

해외파트너쉽,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등의 거래를 자문하여 왔습니다. 저희의 자문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유능한  변호사, 회계사 등 현지 전문가의 수배와 이후의 업무 협조 

 합작 상대방에 대한 기업실사 

 국내외에서 신설법인의 설립 

 투자구조 자문 

 배상책임으로부터의 보호 및 출구전략 

 지적재산권의 등록과 보호 

 기술 라이센싱 

 당사자간 적절한 위험배분 

 제조, 마케팅 및 R&D 등 각종 관련 계약서 작성 

 관세 기타 수입 인허가 



 

 

. 

 

 전략적 조세계획 

 준거법 및 분쟁해결절차 

 합작투자법인의 청산 

 
쉐퍼드멀린은 외국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반보이코트법(Anti-boycott Act) 등 외국에서 

영업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관련법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쉐퍼드멀린은 예컨대 공정거래, 채권추심, 금융서비스, 건설, 통신 및 미디어, 보험, 지적재산권, 제조물책임, 

전문가책임, 부동산, 증권, 화이트칼라범죄, 보건/의료, 기술, 제조, 항공우주 등 각종의 민·형사 소송사건에서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소송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조정과 중재 등 대안적인 

분쟁해결절차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분쟁해결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쉐퍼드멀린의 국제소송 서비스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테러대책법(Patriot Act) 준수 및 집행 관련 이슈 

 외국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관련 이슈 

 외국 판결 및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수입관세 관련 이슈 

 CIETAC, AAA, ICC, ICDR, LCIA, SIAC, HKIAC 하에서의 국제중재 

 정부계약의 국제중재 

 인적 관할 및 기타 절차적 이슈 

 
쉐퍼드멀린의 송무변호사들은 미국의 연방과 주의 각급 법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심리 및 변론 기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분쟁해결에 있어서 법의 일방적인 적용을 고집하기 보다는 축적된 경험을 통한 유연한 

판단을 통해 비즈니스적으로 실용적인 결론 도출을 추구하는 점이 업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분쟁해결에 있어서 비용 효율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저희의 지속적인 노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쉐퍼드멀린의 은행/금융그룹은 일반적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의 적극적인 

활용과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워크아웃과 기타 각종 도산절차에 대해서도 강한 

지식기반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므로, 상사대출거래(담보부/무담보부), 건설차관, 사채발행, 대주단 신용공여, 

부동산대출채권매매, 기타 복잡한 금융거래를 포함하여 각종 은행/금융거래의 구조화,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등, 

거래의 시작 단계부터 고객의 이익 보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대주측 고객은 미국, 한국, 

기타 국가 소재의 주요 은행 그리고  주요 보험사, 리스회사, 벤처캐피탈, 사모투자자 등의 금융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의 차주측 고객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대기업까지 모든 종류의 기업을 

포함합니다. 

 



 

 

 

 
도산절차 분야에서도 쉐퍼드멀린은 금융기관, 사회기반산업, 스포츠, 소매업/소비자제품, 에너지, 통신, 

전문서비스기업, 중공업, 대중매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 각국의 각종 산업의 고객들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특히, 저희 변호사들은 아시아와 호주, 동유럽, 유럽연합, 라틴아메리카 등에 소재한 발행사와 차주로부터  

발생한 부실채권 및 청구권에 대한 국제적인 도산절차,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의 절차에 있어서, 사채권자, 

사채권자집회, 사채수탁인 및 ‘특별한’ 투자기회를 노리는 전문투자자와 기타 금융기관 등의 고객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또한 중국과 기타 아시아를 포함하는 국제거래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각국에서 고객의 채권을 확보하고 집행하기 위한 각종 절차, 즉,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 각국에서의 복수의 

부수적 도산절차, 도산절차의 국제공조(Chapter 15 proceeding),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의 관련 소송 및 항소 

그리고 중재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쉐퍼드멀린은 또한 각국, 특히 개도국 및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매각거래에서 투자자/매수인 측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많은 국가의 법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나아가 필요한 경우 경험있는 유력한 현지 

변호사의 활용을 통해 이러한 부실채권 투자/매입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쉐퍼드멀린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및 허위광고 등 

고객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고객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권리집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거래와 협상에서 최적의 

거래구조를 고안하고, 나아가 전자상거래 및 정보보호와 관련한 

실무적 고려사항을 고객에게 자문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동시에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무단복제, 병행수입과 

제품 전용 이슈 등에 대해서도 최첨단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양도, 라이센싱, 합작투자 등의 기술이전에 

대한 자문, 종업원의 사직이나 산업스파이 또는 기타 수단으로 

자사고유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강구 

등의 자문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쉐퍼드멀린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의 심리와 항소절차, 

중재절차, 미국 특허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유사기관 

등에서의 변론절차, 관련 산업 내 조사절차 등에서 각국의 다수 고객 들을 대리한 입증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는 미국내 법원/심판소를 상대로 일반 기업고객들을 대리한 경험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 

(예컨대 구글 북 스캐닝 사건에서의 독일 연방정부 법무부와 프랑스공화국정부 등)를 대리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노동 및 고용법은 최초 고용으로부터 개시하여 직무 기재, 급여, 진급, 성과 검토, 해고, 보상,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및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과 관련된 분쟁의 성공적인 해결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업무에 걸쳐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합니다.  

 
노동 및 고용에 적용되는 법/조례는 연방, 주 및 그 이하의 행정단위 등 모든 수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종종 

상충되는 법률요건을 숙지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상당한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옳은 일만을 하려고’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 위반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언제’ 

해야 할 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쉐퍼드멀린의 노동/고용그룹 변호사들의 핵심역량입니다.  미국 로펌 가운데 

최대 노동/고용그룹 중의 하나인  저희 노동/고용그룹은 고용관계의 자문과 소송의 모든 측면에서 고용주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쉐퍼드멀린의 노동/고용그룹의 강점은 노동/고용법 자문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국적 기업 고객들은 저희의 노동/고용그룹을  자체 사내 법무팀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고객들은 매일매일 즉각적으로 답변이 제공될 수 있는 저희의 깊이 있는 

전문적 서비스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족이 미국을 포함해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거나, 외국인 경영진이 미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거나, 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 투자자의 경우에는 보유자산을 어떻게 세무적으로 최적으로 

구조화하여야 할지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신중한 유산상속 및 세무계획은 세대에 걸쳐 

상당한 절세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쉐퍼드멀린은 다국적 고객에게 이민전의 세무문제와 각국에 걸친 유산상속계획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산상속계획 

 미국 내 자산보유를 위한 역외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세무관점에서의 각 비자 지위 분석 

 이민 전 증여 전략의 개발 

 세대 생략(generation skipping), 다이너스티(dynasty) 및 기타 신탁(trusts)  

 해외계좌, 신탁 및 자금 이전과 관련된 미국법상의 신고의무 자문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세 및 상속세 관련 이중과세방지조약 분석 

 
쉐퍼드멀린은 고용과 관련된 이민법에도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시민권포기를 통한 

귀화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문업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미국내 외국인 고용을 위한 비이민 비자 발급신청 

 영주권신청 

 고용확인서 

 미국 이민국, 국무성, 법무성 행정절차 대리 



 

 
 
쉐퍼드멀린은 이민개혁규제법(U.S.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준수 여부, 인증절차, 이민국 또는 

노동성의 조사, 과태료 및 관련 소송 등에 대하여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시고용비자, 영주권 문제 및 I-9 

준수와 기록보관, 정부실사, 그리고 연방법원,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및 

외국인노동확인항소위원회(Board of Alien Labor Certification Appeals)에서의 청문과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쉐퍼드멀린은 아시아, 유럽 및 미주에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실무그룹의 국제적이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세계적인 연합체인 

TerraLex 멤버쉽을 기반으로 호주, 동유럽과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현지 유력 로펌을 통해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당 사무소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구성원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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