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퍼드멀린릭터&햄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쉐퍼드멀린
쉐퍼드멀린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15개 사무소에서 890명 이상의 변호사가 모든 영역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 100대
로펌입니다. 쉐퍼드멀린의 리더십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 영역의 개발 및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 – CLIENT FIRST
쉐퍼드멀린의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입니다. 쉐퍼드멀린은 서비스를 믿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합니다.
쉐퍼드멀린은 진심으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독보적인 특성입니다. 고객서비스에 말만 앞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변호사와 직원은 업무 공간에 고객서비스 가치에 대한 명패를 두고 업무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는 변호사 및 직원에게 "Client First" 상을 수여합니다. 이렇듯 고객서비스는 저희 문화의 일부이자 모든 업무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쉐퍼드멀린의 차별성입니다. 고객 우선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쉐퍼드
멀린은 한국에 최초로 서울사무소를 설립하여 시간 및 지리적 한계가 고객서비스에 방해되지 않도록 발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쉐퍼드멀린 개황
•
•
•
•
•
•
•
•
•

1927 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설립된 세계 100 대 글로벌 로펌
전세계 890 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활동 중
매년 400 명 이상의 소속변호사가 Chambers Global, Chambers USA, Chambers EU, Legal 500, Best Lawyers in America 등 주요
법률전문지가 주관하는 랭킹에서 상위에 랭크
Legal 500 Asia 한국 선도 외국 로펌에 선정
Chambers 한국 국제 분쟁 분야 “주목해야할 로펌”으로 선정
Legal 500 Asia Pacific 한국 IP 상위에 랭킹
ALB 의 한국 로펌 시상에서 “International Law Firm of the Year”에 후보 선정
ALB 의 한국 로펌 시상에서 “Dispute Resolution Law Firm of the Year”에 후보 선정
U.S. News & World Report 및 Best Lawyers 의 “Best Law Firms”에 선정

업무분야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쉐퍼드멀린의 고객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매료시켜온, 쉐퍼드멀린이 특별히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공정거래
금융
회사법, 인수합병, 합작 투자
분쟁해결 및 소송
파산 및 구조조정
지적재산권

•
•
•
•
•
•

내부조사
국제자본시장
노동 및 고용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조세 및 상속
대미무역

산업분야
쉐퍼드멀린은 특정 산업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인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광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자동차
블록체인 기술 및 전자화폐
정보산업
건설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디지털미디어
패션 의류, 뷰티
외식산업
헬스케어
호스피탈리티
이민
보험

•
•
•
•
•
•
•
•
•
•
•
•
•

생명 과학/FDA
모기지 뱅킹
비영리단체
오픈 소스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개인자산서비스
리츠 펀드(REITs)
유통∙물류
증권법
소셜미디어 & 게임
보관
기술이전
교통

쉐퍼드멀린 서울사무소
쉐퍼드멀린은 수년간 한국 및 아시아 각국의 기업들을 대리하였으며, 2012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법률 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아시아 기업들의 니즈에 적응해 왔으며 미국 변호사들을
법률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쉐퍼드멀린 서울사무소는 공정거래, 무역 및 경쟁, 금융, 자본 시장, 엔터테인먼트, 펀드 조성, 국제중재, 노동 및 고용, 소송, 주요 특허
소송 및 영업 비밀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분야를 중점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모두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법 자문은 불가하지만 한국법 자문이 필요한 해외 고객의 니즈에 따라 현지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 쉐퍼드멀린 서울사무소는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저희 서울사무소는 미국이

당사자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과 관련하여 미국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서울 사무소는 미국법이 적용되는 국제
중재 사건에서 고객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쉐퍼드멀린 서울사무소의 주요 업무 분야
공정거래
지난 수십년간 쉐퍼드멀린은 공정 거래 분야의 리더로서 활동했습니다. 업무 분야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기업의 구조적 이슈, 형사 대배심
절차, 지적재산권, 국제 공정거래법의 집행, 가격 책정, 유통, 합작 투자, 집단소송 등을 망라합니다. 쉐퍼드멀린의 변호사들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뉴욕, 브뤼셀, 런던, 서울, 상해 등 세계 각지에서 업무하고 있으며, 전자, 헬스케어, 제약, 금융, 항공/우주, 에너지, 기술,
출판, 유통, 국제송달 및 요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고객을 대리해왔습니다.
쉐퍼드멀린의 공정거래팀은 미 법무부 (DOJ),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 주 검찰청,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들과 관련된 수많은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미국 내에서 미 연방/주 법과 관련된 분야 및 공정거래와 지적재산권
분야를 포함하는 모든 영역의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에 대응해왔습니다. 국제적으로는 EU 경쟁법, EU 국가 원조, 영국 및 여러 EU
회원국의 공정거래 및 규제 문제, 중국의 독점 금지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팀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우수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0년대부터 한국 및 아시아 주요 기업들의 공정거래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정부조사
공정거래법상 집행의 대부분은 정부기관, 특히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의 공정거래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주 연방 검찰은 공정거래사건의 조사 및 집행을 위해 캘리포니아 카트라이트(Cartwright) 법과 불공정경쟁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쉐퍼드멀린은 인수·합병 거래, 합작투자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가격 책정 및 유통 관련 제한에 따른 미 정부의 민사적 조사 및 집행
절차에 대응하여 한국 고객들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 공정거래팀 변호사들은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에서 다년간 업무한 경력이
있으며, 좋은 평판과 견실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소속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에 대응하여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풍부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쉐퍼드멀린을 신임하고 있으며, 가장 중대하고 민감한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및 규제
쉐퍼드멀린은 기업결합신고 및 EU, 법무부, FTC와 아시아 주요 국가(회원국)의 인수합병 규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국
공정거래법규 상의 기업결합신고 및 승인 절차를 포함한 국제 거래 분야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각 국의 관할권과 관련된 합병 절차를 조정하고, 구제 협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가장 복잡한 EU 합병
규제 (EUMR) 조사에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합병 절차 관련한 법원 소송에서 고객을 대리하고 합병 조사에서 제 3 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 민사소송
미 연방/주의 공정거래법에 따라 민사 당사자들이 3배 이상의 손해배상, 가처분 및 변호사 비용 보전 등을 요구하며 공정거래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가격 담합, 가격 차별, 유통 제한, 독점화 등 다양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며,
쉐퍼드멀린은 해당 소송에서 피고 또는 원고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주요 독점금지 집단소송 중에서도 유명한 한국 피고들을 대리해 왔고, 여기에는 DRAM, SRAM, 플래시 메모리, LCD, CRT(Cathode
Ray Tubes·음극선관), 리튬-이온전지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에서 신문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을
대리하여 독점화 및 합병 사건을 변호하고 기소한 바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수많은 주요 공정거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전 세계 정부 기관에 대한 대응 조정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세계적인 대응
및 조정을 꾸준히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 및 자문
문제 해결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은 예방이기에 쉐퍼드멀린은 효과적인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분량의 준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필요시 심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정 제안이나 행위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자문합니다. 회사의 규정과 절차를 감사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솔루션을 권장합니다. 저희의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은 개별 회사에 따른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미국의 주와 연방 법 뿐만 아니라 EU
및 중국의 법률 및 규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금융
쉐퍼드멀린은 미국 내 사업장의 법, 규제 및 준수 분야에서 외국은행의 지점 및 지사를 대표했던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본점과 지점∙지사 간의 준법감시 기능을 성공적으로 조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은행 및 해당 지점과 지사를
대리하여 미 법무부(DOJ),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캘리포니아 및 뉴욕 연방준비은행(FRBNY),
미 선물거래위원회(CFTC), 뉴욕 금융감독청(NYDFS), 뉴욕 주 검찰청 및 미국 금융 산업 규제 기관(FINRA) 등 주요 규제 당국과 기관에
대응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팀은 세계적 수준의 은행 규제 전문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리더, 고객사의 특수한
복합성을 이해하는 노련한 소송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은행 고객사에게 준법 감시 체제의 평가 및 개선, 시험 및 조사 진행부터 준비 및 대응, 집행 조치, 전략적 또는 방어 소송에
이르기까지 규제 과정의 모든 단계를 지원합니다. 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BSA / AML 컴플라이언스 준수
준법지원부 채용 및 교육
기업 지배 구조
고객 실사 / 상세 실사 (고객주의의무’CDD’ 제도 준수 포함)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보안 (NYDFS 500 인증 및 GDPR 준수 포함)
제재 준수
금융거래 감시(NYDFS 504 인증 포함)

•

공급 업체 관리 및 FCPA 준수

컴플라이언스
쉐퍼드멀린은 미국 내 은행 규제 관련 질의 사항과 은행보안규정(BSA)과 자금세탁방지(AML), 해외자산통제국(OFAC) 준수와 관련하여
해외 금융 기관을 대표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FRBNY) 및 뉴욕 금융감독청(NYSDFS)과 같은 연방 및 주 은행 규제 당국의 시행
조치에 직면한 한국 은행을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은행의 조사보고서 및 은행 조사 중 파악한 결함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며,
은행이 BSA/AML 및 OFAC 법규 및 규정을 완벽히 준수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거래 감시 시스템과
새롭게 시행된 뉴욕 금융감독청(DFS)의 감독관 규정 ‘Part 504’ 규제 항목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합니다. 은행의 준법 감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은행 규제 당국이 지적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은행은 사안을 적시에 해결하고 강력한 개선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쉐퍼드멀린은 건설주, 개발업체, 건설업체, 하도급업체, 설계전문가, 정부기관, 리츠(REITs), 대출기관, 보증기관을 대리하여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내외 건설 법 이슈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에서 완료까지 원스톱
서비스 자문을 제공하며, 계약 협상이나 중대한 분쟁의 소송에서 고객의 파트너로서 프로젝트 목표 실현을 위해 함께 했습니다.
다른 로펌과 달리, 쉐퍼드멀린은 건설 및 인프라를 주요 업무 분야로 삼고, 고객의 국제적인 요구에 헌신할 수 있는 대규모 전담
변호사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망 사업의 최초 투자부터 세계적인 규모의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까지 각 특성에 따른
최적의 담당 변호사 및 자문 인력으로 고객을 지원합니다.
또한, 미국, 중동 (사우디 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및 남미 (멕시코, 페루, 브라질) 등에서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중 야기되는 국제중재 및 글로벌 소송을 대리합니다. 건설 경험이 있는 산업 분야로는 원자력 발전소, 발전소, 석유 화학 플랜트,
담수화 플랜트, LNG 수출입 시설, 해상 석유 및 가스 플랫폼, 석유시추선, 교량, 지하철 운송 시스템 및 고층건물 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및 인프라 자문
쉐퍼드멀린은 프로젝트에 있어 사업체의 설립, 허가 문제, 공공사업 프로젝트 등 관련 특수성에 따라 최적화된 자문을 제공하며,
정부기관과 자격, 개발권, 허가 및 인가 관련된 협상을 지원합니다. 환경 및 토지용도 문제는 프로젝트와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 프로젝트가 가능한 한 최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프로젝트의 입찰 및 수주와 관련하여 건설주와 건설업체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입찰시위를 기소하거나
방어하며 필요시 관련 당사자를 대리하여 외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합니다. 쉐퍼드멀린은 개발업체, 건설주, 건설업체, 금융
기관에 건설 서비스, 설계/건축, 엔지니어링/조달/건설(EPC), 건축공학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설 관리 및 이와 관련한 하도급
계약과 같은 건설 관련 계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해외인수합병
쉐퍼드멀린은 국내외 인수·합병 및 투자 거래를 자문하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을 모두 자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
•
•
•

직접 또는 해외 자회사를 통한 해외 기업을 소유한 미국
고객의 인수 및 매각
한국 고객 또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에 의한 미국
기업의 인수 및 매각
한국 고객 또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에 의한 통제
혹은 비통제 투자
다양한 파산 절차에서의 부실 인수 및 자산 매각

•

Hart-Scott-Rodino 및 Exon-Florio / CFIUS 승인 및
파일링
미국, 아시아 및 유럽에서의 한국 고객의 국제 투자
거래
한국 벤처 캐피털 기업의 해외투자
국내외 기업 간 해외 합작투자

•
•
•

쉐퍼드멀린은 전사적으로 경험한 국제 거래와 관련된 특수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 및 개인의 인수,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투자 및 합작 투자에 대해 자문합니다.

분쟁해결 및 소송
쉐퍼드멀린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소송 사건을 대리합니다:
•
•
•
•

독점금지법 집단 소송
계약분쟁
해외 배급자 및 계약자 간의 분쟁
특허권 침해 및 지적재산권

•
•
•

생산물 책임 집단 소송
영업비밀보호
부당해고 및 기타 노동 문제

저희 변호사들은 중재 및 기타 분쟁 해결 방법이 때로는 상당히 효과적이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기에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소송 그룹의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미국 내 외국 관할권 또는 중재판정의 집행
다른 국가의 미국 및 비 미국 관할권 또는 중재판정의 집행
해외부패방지법 이슈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통관 이슈
정부 계약의 국제 중재
CIETAC, AAA, ICC, ICDR, LCIA, SIAC 및 HKIAC 관련 사적
분쟁의 국재 중재

•
•
•
•

ICSID 및 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른 투자 중재
여러 관할권에 걸친 소송
미 애국자 법(Patriot Act) 준수 및 집행
대인관할 (Personal Jurisdiction) 및 절차상 이슈

쉐퍼드멀린 변호사들은 변론, 재판 및 항소 능력,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 법원에 대한 심층적 지식, 그리고 실용적인 사업적
판단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성공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광고 및 기술
세계적인 위성 방송 구조 및 케이블 플랫폼 딜 등 수년간에 걸친 텔레비전 송출 라이센싱 및 합작 투자 협정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각국의 제작사를 위해 미디어 기업을 훌륭히 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창출 지원을 통해 신흥
멀티미디어 환경과 세계 시장에서의 전략적·기술적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양자간 협정
및 유럽 조약과 관련된 국제 공동 제작에 있어 고객의 경제적 이익과 창조성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설계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계의 메이저 스튜디오, 독립 제작사, 금융업자를 대리하여 개발, 자본 조달, 제작 및 모션픽쳐와 수익성이 높은 시리즈물과 같은
텔레비전 컨텐츠의 유통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품 판매와 같이 부수적인 권리의 남용 관련하여
자문합니다. 해당 자문에는 미국 및 외국 관할권 하에서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세계적 패션 의류 기업을 대리하여, 신규 시장 확장과 제품 브랜드 보호를 지원합니다.

이민
쉐퍼드멀린의 이민 팀은 우수한 법조인들과 세계 100 대 로펌의 명성에 걸맞는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민 담당 변호사들은
미국 이민 및 글로벌 유동성과 점점 더 복잡해지는 관련 법, 정책 및 규정을 전략적으로 자문합니다. 쉐퍼드멀린은 다원적 접근
방식으로 미국과 한국의 사업주들에게 이민 문제, 이민과 관련된 채용, 조세, 회사 및 증권법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미국 이민을 위한 절차 지원
저희 이민 팀은 비이민 비자부터 영주권 및 귀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저희는 미국 내 외국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비이민 비자 신청과 영주권 신청(그린 카드), 노동 허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의 행정 절차적 문제, 미국 노동부
(DOL),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이민 및 세관 집행 기관(ICE), 미 국무부(DOS) 및 법무부(DOJ) 등 비자 문제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자문합니다. 비자 문제 관련하여 고객을 대리하여 효과적으로 각 기관과 의사소통 했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
•
•
•

비이민 비자: B-1 visitors, E-2 investors, E-3 professionals, F-1 students, H-1B professionals, J-1 interns and trainees, L-1
intra-company transfers, O-1 extraordinary ability 등의 발급 지원
영주권: 영주권 (그린카드) 신청 업무 지원. 미 노동부 및 I-140 이민 청원에 미국 근로자의 부족을 증명하는 노동 허가
승인(PERM) 포함.
정부 기관: 국토안보부(DHS), 노동부(DOL), 국무부, 법무부(DOJ) 관련 행정 업무 지원
I-9 및 E-Verify 규정 및 시스템 : I-9 준수 이슈, I-9 검증 절차, ICE 감사 및 정부 집행 절차 관련 업무 지원

파산 및 구조조정
파산 분야에서도 쉐퍼드멀린은 세계 각국의 관할권 내 금융 서비스, 인프라, 스포츠, 유통, 에너지, 소비재, 통신, 전문 서비스업,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등 산업을 아우르는 굴지의 기업을 대리해 왔습니다. 저희는 착수 단계에서 고객의 권리 평가, 관련 법원
자료 제출부터 협상과 합의, 전략적 방어 소송에 이르기까지 파산 절차의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다중 관할권
하의 구조조정, 채권자의 권리 소송 및 채무 불이행, 어음 발행에 대한 근저당 청산, 은행 대출 그리고 아시아, 호주, 동유럽,
유럽연합, 라틴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에 소재한 신규 개발 중인 시장의 발행자 및 채무자와 관련된 청구 등의 과정에서
채권보유자, 특별채권보유자위원회, 개인 신탁업자, 금융 기관 및 기회주의 투자자들을 대리합니다. 또한 중국 및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거래 업무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합의된 구조조정, 각국에서 진행된 다수의 부수적인 파산 절차,
파산 보호 신청(Chapter 11, 15) 절차, 미국 및 기타 국가 관련 소송 및 항소, 그리고 고객의 권리 집행을 위한 중재 절차를
포함합니다.
쉐퍼드멀린은 여러 관할권, 특히 개도국 및 신흥 시장의 부실 자산 매각 거래에서 바이어를 대리해왔으며, 깊은 법률적 지식과
현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인수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쉐퍼드멀린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및 허위광고, 특허권 등록 및 시행, 기타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외
고객들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거래 및 협상에서 최적의 구조를 고안하고, 나아가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보존과 관련된 실무적 고려 사항을 지원합니다. 독점 금지, 불공정 경쟁, 무단복제, 암시장(Grey Marketing) 및 제품 변동
이슈와 관련하여 최적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양도, 라이센싱, 합작투자 등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직원 이탈, 산업스파이 또는 기타
수단으로 자사 고유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쉐퍼드멀린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의 심리와 항소, 중재 절차, 미국 특허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유사 기관 등에서의 변론 절차, 거래개선위원회 산하
광고국(NAD)의 산업 조사 등에서 각국의 여러 고객들을 대리하며 전문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저희는 미국내 정부 및
재판소를 상대로 일반 고객들을 대리한 경험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 (예컨대 구글 북 스캐닝 사건에서의 독일 연방 법무부와
프랑스 공화국 정부 등)를 대리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표준 필수특허(SEPs) 분야의 선도적인 자문가입니다. 전세계 독점금지 전문가와 IP 전문가 팀을 통해 고객에게 IP,
독점 금지의 모든 측면에 대해 조언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이하 ‘FRAND’)’ 라이센스 협상과 표준필수특허 관련 분쟁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전역의 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및 미 연방법원에 제기된 상고심, 그리고 유럽 국가 특허 법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저희 변호사들은 유럽 공동체(EC) 및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경쟁 상대를 고발하는 사건에 관여했고, 표준 제정과
FRAND 의 모든 측면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내부 조사 및 미국법의 국제 집행
쉐퍼드멀린 변호사는 미국과 국제 기업 및 대리인들에게 미국 제재 법과 규정, 자금세탁방지법 및 해외부패방지법(FCPA)를
포함한 미국과의 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미국 법에 대해 자문합니다. 미국의 제재는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를 목표로
미국 시장, 미국의 은행 시스템 및 미국 달러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
제재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거부하며 효과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FCPA는 상업 기업 또는 기업을
대표하는 개인이 상업적 이익을 확대 혹은 유지하기 위해 외국공무원에게 돈이나 금품을 제공, 지불약속 또는 타인에게 돈이나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승인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FCPA는 의심스러운 정치 기부금을 포함한
뇌물 수수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정부 수사, 상호 법률
지원 조약 및 기타 집행 조치와 관련하여 고객을 변호합니다. 저희는 고객에게 전 세계의 미국 제재 및 자금세탁법, FCPA 및
관련 반부패 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국제자본시장
쉐퍼드멀린 국제자본 그룹은 해외 시장에서의 부채 및 채권 발행 거래 관련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을 지원하며,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대체 채권 공모
미국 예탁증권 프로그램
자산 유동화 증권
국경 간 파산 및 교환 제안
국내 및 해외 투자 구조
펀드 조성 및 규제

•
•
•
•
•

주식 공개 상장(IPO)
투자 등급 및 기업 채권 발행
PIPE 파이낸싱
미국 증권거래법 S 규정 (Regulations S offerings)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144A 에 근거한 사모 증권

또한, 국내외 민간 발행자와 공공 시장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전세계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기타 규제 당국, 증권
거래소와의 공개 및 보고 의무를 지원합니다.

해외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해외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미국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주요 전략 중 하나는 합작 투자나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입니다. 쉐퍼드멀린은 수많은 해외 파트너쉽, 합작 투자 및 제휴 구성 등 관련 거래를 자문해왔으며, 관련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법률 및 분쟁 해결 장소 선정
세관 및 기타 수입 규제 기관
예비 파트너에 대한 실사
현지 변호사, 회계사 및 고문과의 협력
지적 재산권 등록 및 보호
투자 구조

•
•
•
•
•
•

책임 보호 종료 및 종료 전략
합작 투자의 청산
국내외 신규 기업 설립
위험 공유, 제조, 마케팅 및 R & D 계약
기술 라이센스
미국 및 외국 파트너를 위한 미국 조세 계획

쉐퍼드멀린은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반보이콧법(Anti-boycott Act) 등 외국에서 운영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관련 법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 및 고용
노동 및 고용법은 최초 채용 과정에서부터 직무, 급여, 진급, 성과 검토, 해고, 보상,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과 관련된 분쟁 해결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전체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합니다. 노동과 고용에
적용되는 법은 연방, 주 및 그 이하의 행정 단위 등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종종 상충되는 법률요건을 숙지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용주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언제 해야 할 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쉐퍼드멀린의 노동 고용 그룹 변호사들의 핵심 역량입니다. 미국 로펌 중 최대 규모의
노동 및 고용 그룹으로서 국제 노동법 전담팀은 고용 상담 및 소송의 모든 측면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 고용
그룹의 강점은 해당 법 자문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국적 기업 고객들은 저희의
노동 고용 그룹을 사내 법무팀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 기업 고객들은 매일 즉각적으로 답변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쉐퍼드멀린의 세계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팀은 전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법률 자문위원, 데이터 침해 관련 저서를
집필한 변호사, 수상 경력이 있는 개인정보보호 집단 소송 전문가, EU 에서 활동하는 데이터보안 리더를 비롯한 개인 정보 분야의

명망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파트너로서 고객들이 수집한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는 동시에 규제
준수 요건을 식별하고 해결하며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합니다. 정부 주도의 공격, 규제 조사, 의회 감독 및 이에 따르는 소송 등
세간의 이목을 끄는 데이터 침해 사건에 대응한 경험이 있으며 주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집단 소송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EU 데이터 수집 및 국제 데이터 전송과 같은 급격한 법률 환경의 변화에 기업들이 당면 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관리가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와 더욱 밀접해지면서 인수∙합병 및 기타 기업의 전략적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
및 개인정보 준수와 관련된 실사를 진행합니다.

민간 투자 펀드
쉐퍼드멀린은 펀드 조성 관련하여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금, 증권, 국경 간 규제 이슈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모 펀드, 벤처 펀드, 헤지 펀드, 부동산 펀드,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 인프라 펀드, 메자닌(mezzanine) 펀드의
조성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펀드 조성 외에도, 한국의 스폰서들에게 펀드 운용사(General Partner, 이하 GP) 및 매니저
역할을 하는 조직들의 구조와 운영에 대해 조언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기업의 초기 인수, 각종 규제 준수, 전략적이고 세금
효율적인 거래 구조와 자금 조달, 그리고 한국 기업의 출금 거래 구조화 및 실행 방법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금융 투자 고객들이 운영 시 직면하는 독특한 복잡성, 어려움, 빠듯한 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고객의 사업과 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 투자 펀드의 조성, 구조화 및 관리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조언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한국 투자자와 스폰서들이 해외에 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최근 한국 스폰서가 미국에서 투자 실적이 없던 것을 극복하고 미국 펀드와 합작 투자하여 미국 사모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즉, 한국 스폰서가 GP로서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세 및 상속(자산 관리)
가족이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거나, 미국 이주를 고려하는 외국인 임원진 및 미국에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보유자산 설계에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한 자산 및 조세 계획은 세대에 걸쳐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쉐퍼드멀린은 다국적 고객을 대상으로 이민 대비 조세 문제 및 여러 관할권에 걸친 자산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외국 계좌, 신탁 및 자금 이체에 관한 미국 보고 의무에 대한 자문
전체 또는 이중 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 및 유산세 조약 분석
조세 측면에서의 비자 대안 분석
이민 대비 증여 전략 개발
조세피난처 법인설립 및 기타 미 자산 보유수단 형성 자문
글로벌 상속 설계

•

대습상속(Generation Skipping), 세대신탁 및 기타 신탁 관련 대비

대미무역
한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무역법과 규정에
드러나듯이 양국의 무역 패턴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쉐퍼드멀린은 양국의 깊은 유대 관계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2012 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쉐퍼드멀린은 한국에 초점을 두고 한국 최대의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저희 15개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제조, 금융 서비스, 통신, 건설, 중장비, 항공 우주 및 첨단
기술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한국 고객을 지원합니다.
귀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미국 법과 규정 관련하여 저희는 여러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제 무역 규정과 다수의
미국 외 거래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국제 무역팀은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능력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고객에게 제재, 뇌물 수수 방지, 해외 직접 투자 및 세관 관련 법률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며 고객을 변호합니다.

현재, 양국 관계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법역 외의 법률에 관해 진지하고 경력 있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계획 및 번영, 그리고 잠재적인 미국의 집행 조치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한국 고객들에게 봉사하고 보호한 강력한 경험이 있으며, 쉐퍼드멀린은 계속해서 고객들을 전 세계에서의 성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쉐퍼드멀린은 아시아, 유럽 및 미주에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그룹이 국제적이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세계적인 연합체인 TerraLex 멤버십을 기반으로 호주, 동유럽과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현지 유력 로펌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쉐퍼드멀린이 지원가능한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어- 광동어
중국어- 북경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한국어
마라티어
페르시아어
폴란드어

페스시아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상해어

그루지야어

스페인어

독일어

필리핀어

그리스어

태국어

히브리어

우르두어

힌디어

베트남어

이탈리아어

대한민국 외국법자문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당 사무소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구성원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쉐퍼드멀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26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서관 23층
우: 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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