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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정의로운 파트너

법무법인 정의
안녕하십니까,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는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기념비

입니다.법무법인 정의는 법률적 제문제에 관한

적인 대법원 판례를 다수 생성하는 등 지난 10년

뛰어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국가,지자체

간 탁월한 성과를 쌓아왔습니다.이러한 실력을 기

등 공공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 이의,사인간의 분쟁

반으로 ALB가 선정하는 올해의 건설 ·부동산 로

등 법률 문제는 법무법인 정의와 함께 해결하시기

펌 후보로 수회 선정되어 명성을 공인 받기도 하였

바랍니다.

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법무법인 정의는 재건축 ·재개발 기타 도시정비사

수호하며,의뢰인과 숙의 하에 사안의 핵심을 파악

업,환지 또는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상가 ·

하여 사건해결 전략을 수립합니다.또한,법무법인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사건,토지 ·건물에 대한

정의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규정 준수를 업무

소유권 ·명도 등 관련 사건,분양권 및 임대주택

수행의 기본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회적 의무를

분양전환 관련 집단소송 등의 분야에 독보적인

강조합니다.

입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대한변

수 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로 쌓은 전문성과 노하우

호사협회 공인인증을 받은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

를 기반한,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

진하고 있습니다.출중한 실력을 가진 법무법인

법인 정의의 남다른 법률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정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KANG & Partners

법무법인
정의
의뢰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법치국가의
지향점인 “
正義를 이룩하는 것”
을 목표로 설립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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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전문성

풍부한 업무실적

다수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변호사로

누적 수임사건 3,
000건 이상의 송무 및 자문

구성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법무법인이며,

업무를 처리하며 전문변호사들의 사건회의

유수의 법률 매체 ALB에서 '
건설 ·부동산분

를 통해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함

야 올해의 로펌'부문에 최종 후보 다수 선정

으로써 전문성 있는 송무 및 자문 진행

의뢰인의 동반자

유기적 조직체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하

별산제가 아닌,대표변호사를 정점으로 변호

기 위해 각 분야 전문변호사의 다각도 법률

사 전원과 전문 사무직원이 일체의 조직으로

분석 및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움직이며 사건을 담당하는 팀이 구성되어 효

을 통한 진정성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

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구비

KANG & Partners

비전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법치국가의 최종 목표인 “
正義를 이룩하는 것”
을 목표로 설립된 로펌입니다.2012년 법률사무소 한성에서 시작한 법무법인 정의는 짧은 시간
동안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는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중견로펌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개인 변호사의 집합체에 불과한 별산제 로펌이 아닌,모든 구성원 및 변호사가
일체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진정한 의미의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건설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기업법무 및 일반 민 ·형사,입법자문 분야에서도
관련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한 역량강화를 통하여 종합 법무법인으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향후 매출 100억 원 달성(
2023년)
,5년 내 법무법인 유한으로의 조직변경 및 국
내t
op20대 로펌으로 성장하여 향후 대한민국 법률시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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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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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실적

인터뷰

국민연금공단

지역주택조합 법률자문

개인정보보호,분할연금 등 법률자문

서울,평택,부산,인천,남양주,여수,울산 등 다수

주택도시보증공사

재건축 법률자문

SBS「
모닝와이드」/2022.06.28

정비사업,하자진단,전세권 등 관련 다수 법률자문

서울,광주,포항 등 다수

검찰,공무원도 가담한 ‘
교육청 납품 비리’수사 종료

근로복지공단

재개발 법률자문

구상권 등 관련 다수 법률자문

서울,구리,울산 등 다수

KBS「
뉴스광장」/2021.12.15

한국교통안전공단

그 외 법률자문 다수

뮤직카우,혁신인가 꼼수인가…투자자 안정장치 불투명

인권경영위원회 자문

국제 MOU 체결 관련 법률자문
구상권행사 타당성 여부 및 과실 관련 법률자문
업무 외 질병 휴직 관련 법률자문
부OO스 (
레OO코리아)법률자문
용산 AOO 토지매수 법률자문
I
OO 코리아 금융 관련 법률자문
엔OO OO스 M&A관련 법률자문
에스크로 계약 관련 법률자문
부당해고 관련 법률자문
공사용역대금 회수 관련 법률자문

서천군청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행정집행 및 구상권 청구에 관한 자문

충남대학교병원
의료분쟁 및 인사·
노무에 관한 자문

경상북도
경상북도 소관 소송사건에 관한 자문

안랩,임직원 대상 ESG교육:횡령 배임의 민형사적 책임 및 기업윤리
연합뉴스 /2022.07.15
여행금지 국가 지정 논란

충북MBC/2022.06.20
보증금 내면 반값 차량리스"
"
…피해 규모 수백억 원

머니투데이 뉴스 /2021.12.07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부동산·
건설 변호사 인터뷰
NewsRepor
t/2021.04.08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관련 인터뷰
광주MBC라디오 「
황동현의 시선집중」/2021.03.15
구청장이 관내 재개발 구역에 집…인가 직전 아들에 증여
J
TBC「
뉴스룸」/2020.11.16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꼭 유의해야할 부분 광주
MBC라디오 「
황동현의 시선집중」/2020.06.11[
분양전환 임대주택 갈등 ③]
도시공원 풀릴 곳…서울시 "
청년주택 지어라"
한국경제 /2020.03.23
재개발,재건축 관련 상담 사례
SBSCNBC「
생생경제 정보톡톡」/2020.03.05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게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은?
MBC「
PD수첩」/2019.07.16

KANG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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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월

충남대학교병원 법률고문 위촉
/경상북도 법률고문 위촉

04월

대한변호사협회 제362기 [
수용 및 보상]특별연수 강사 초빙

02월

변호사 추가 영입(
소속변호사 19명)

01월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 재위촉
/누적 수임사건 3,
000건

2021

12월

ALBKor
eaLaw Awar
ds2021,2개 부문 Fi
nal
i
st선정

09월

충청남도 서천군 법률고문 위촉
/[
부동산분쟁 실무연구]출간

07월
06월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 재위촉
누적 수임사건 2,
500건

04월
02월

변호사 추가 영입(
소속변호사 17명)
대한변호사협회 주관 2021일과가정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 수행변호사 위촉

01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법률고문 위촉
/변호사 추가 영입(
소속변호사 13명)

2020

11월

ALBKor
eaLaw Awar
ds2020,3개 부문 Fi
nal
i
st선정

10월

누적 수임사건 2,
000건

09월

사단법인 한국 해비타트 MOU 체결

07월

WeWor
k,FASTFI
VE기업법무 콜라보 세미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자문위원 위촉

2019

06월

WeWor
k기업법무 콜라보 세미나

01월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 위촉

11월

사옥 확장이전 (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07월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 위촉

06월

한강 감정평가법인과 업무협약

05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 3인 등록

02월

굿모닝 감정평가법인과 업무협약
/누적 수임사건 1,
000건

01월

에이원 감정평가법인과 업무협약

2017

12월
10월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중소기업고문 위촉
누적 수임사건 600건

2015

03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송인준 변호사 외
변호사 추가 영입(
소속변호사 9명)

2014
2012

05월

법무법인 정의 창립

10월

법률사무소 한성 개소

KANG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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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

업무분야

민 ·형사 송무

법무법인 정의는 도시정비사업,도시개발

민사 ·형사 분야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

사업,수익형 부동산,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석과 치밀한 법 논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부동산 분쟁에서 대법원 최초 판례 생성 및

법무법인 정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대금

기존 법리를 변경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받는

지급 청구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대여

등 탁월한 전문성이 있습니다.또한,
재개발

금청구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

·재건축 조합,지역주택조합,상가 기타 관

사인 간,기업 간,사인과 기업 간의 각종 민

리단 등에 대하여 사업 전과정에서 자문을

사분쟁에 관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며 의뢰인의 법률 리스크 저감에 기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또

합니다.의뢰인이 수 십명에서 수 백명에 이르

한,기업 형사범죄,금융범죄,일반 형사사건

는 집단소송도 무리없이 진행하며 좋은 결과

과 관련하여서도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에

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공감하며 함께 해결합니다.

기업법무

입법자문

법무법인 정의는 기업법무 분야에서 회사

법무법인 정의는 입법자문 분야에 있어 풍

설립,유가증권 시장 상장,계약서 검토,노

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관리,국외 회사의 국내 투자중개,기업파

원활한 기업활동의 바탕이 되는 제도의 개선

산 및 회생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실적

및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정의는 홍

완화 등을 위하여 대상기업의 의견이 정확히

완 제조업체 A사,홍콩 투자중개업체
콩 완구

개진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의

I
사,미국 법률회사 L사,국내 투자자문회사

입안부터 법령심사,공포 및 시행단계까지

D사,국내 스포츠 매니지먼트 기업 L사,국

탁월한 입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또

내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W사,국내 가전제

한,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기

품 제조기업 B사 등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

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자문을 제공한 바

거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KANG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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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동원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사법시험 제51회
사법연수원 제41기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
재건축 및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제15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강동원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 ·재건축 및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관련 분야에 있어 방대한 경험을 통
한 사건 해결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나아가 국민연금공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복지공단 고문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활동도 활발히 하며,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설명
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재개발 ·재건축 등 건설 ·부동산 및 M&A,기업지배구조 개선,
부동산 투자ㆍ개발 관련 기업법무 등이며,매해 수백 건 이상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
니다.주요 실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보상금 증액 소송,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청구소송,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소송,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공사
대금 소송 및 회사의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해외자금 국내 직접 투자(
FDI
)계약 등에 관한 자문 등
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입법아카데미 수료 (
2017)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자문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 수행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서울 보성중학교,정목초등학교,잠신중학교 자문변호사
現)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
現)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
現)한국교통안전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자문위원
現)근로복지공단 법률고문
現)한국환경공단 법률고문
現)충청남도 서천군 법률고문
現)경상북도 법률고문
現)충남대학교병원 법률고문
現)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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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변호사

노영실 선임 변호사

정정주 선임 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사법시험 제52회
사법연수원 제42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제54회
사법연수원 제44기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변호사,세무사

김인권 선임 변호사

김유경 변호사

김건우 변호사

전진수 변호사

김소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기계항공공학과
사법시험 제57회
사법연수원 제47기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제57회
사법연수원 제49기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9회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9회

김경섭 변호사

김동억 변호사

김도균 변호사

공영광 변호사

KAI
ST건설 및 환경공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10회

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
기술경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10회

고려대학교경제학/
식품자원경제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10회

서울대학교국사학과/
경영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11회

이래경 변호사

권후정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지리학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11회

연세대학교경제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11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제56회
사법연수원 제46기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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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분야

기업법무 분야

민 ·형사분야

울산 O양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스포츠센터 위탁관리 계약 해지 관련 자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전직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용역대금 청구 소송

투자회사 공정증서 작성 및 청구이의의 소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

사해행위 취소,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

특허권 등록명의이전 청구 소송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납품 하자보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금 채권 청구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의 상속재산 강제경매 및 배당이의의

피아노 교구비 지급명령소송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채권 가압류 및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해외자금 직접투자계약 자문

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근저당권 및 전세권 말소청구에 대한(
피고대리)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이행청구 소송

방어 자문 및 소송

주권발행청구의 소(
피고 대리)

토지 인도,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약정금 청구 소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물품대금 청구 소송

형사소송

홍콩 본사의 한국 내 지사 설립 관련 자문

명예훼손 형사소송

외국법자문사무소 등록절차 대리 및 자문

사기죄 형사소송

서울 한강OO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
서울 장위O구역 재개발 보상금증액 청구 대법원 승소
OO자산신탁 주식회사 강제집행정지소송
부산 OO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대구 OO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청산금 청구 소송
포항 항O 재건축 조합 명도 및 매도청구 소송 대리
안양 호O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 현금청산 지연가산금 대법원 파기 환송 승소
강원 강릉 OO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
서울 긴OOO 재건축 사업 현금청산자 사업비공제 대법원 승소
대구 수O 범O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반환 청구 대법원 승소
서울 개나O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손해배상청구소송 (
피고 대리)
경북 구미 사O 도시재개발 조합의 퇴거단행가처분에 대한 대응 및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수원 팔달O구역 재개발 영업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서울 양천구 목O동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주 호텔 케OOOO (
수익형 호텔)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

장난감 제조회사 M&A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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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7.14.충청북도 충주시 드림파크 토지수용 설명회
07.11.광운대역세권시프트 개발사업 설명회
06.07.대전광역시 동구 재건축 설명회

세미나

05.31.부산광역시 지역주택조합 설명회
04.30.웰스테이양산협동조합 설명회
02.07.서울특별시 월계동 재건축 영업보상 설명회

2021
12.27.수원 호매실 15단지 만기분양가 분쟁 설명회
12.15.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명회
11.10.신기주공아파트 지역주택조합 ZOOM 설명회
11.02.제주 드림타워호텔 약정금 청구 소송 설명회
11.01.더 체크 임금체불 ZOOM 설명회
10.12.에스오토리스 집단 ZOOM 설명회
09.08.전라 광양황금지구 매도청구 소 설명회
09.07.머지포인트 ZOOM 설명회
08.03.제주그랜드호텔 사건 ZOOM 설명회
03.22.경상남도 김해시 설명회
02.15.충청북도 청주시 설명회

2020
11.19.수익형 부동산,분양형 호텔 등 온택트 세미나
07.14.FASTFI
VE콜라보 세미나
06.30.WeWor
k기업법무 콜라보 세미나
06.03.광주광역시 광산구 설명회
05.08.부산광역시 진구 설명회
03.10.서울특별시 은평구 설명회
02.20.전라북도 완주군 설명회
02.01.강원도 원주시 원동 설명회
01.07.경기도 파주시 설명회
01.06.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설명회

2019
12.21.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설명회
11.30.부산광역시 벡스코 세미나
09.06.경상남도 창원시 설명회
08.29.대구광역시 중구 설명회
경기도 판교에서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분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강동원 대표변호사

07.11.대구광역시 평리동 설명회
06.30.서울특별시 코엑스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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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방면

동호대교방면

2호선,신분당선

2호선

12

강남역

교대방면

4

국기원사거리

테헤란로

양재방면

역삼역

선릉방면

매봉방면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1층(
역삼동,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지하철
강남역 (
2호선,신분당선)12번 출구에서 국기원사거리 방향 약 300m
역삼역 (
2호선)4번 출구에서 국기원사거리 방향 약 300m

버스(정류장 :강남역 12번 출구)
간선버스 146,341,360,740
광역버스 1100,1700,2000
공항버스 6000,6020,6020-1

연락처 및 온라인 채널
Tel:02-2038-7001 Fax:02-2038-7002
E-mai
l:j
ust
i
ce@kangnp.
com

www.
kangnp.
com

www.
bl
og.
naver
.
com/
l
awj
k3877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 정의 카카오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