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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6층

ㅣ수원 사무소ㅣ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ㅣ안산 사무소ㅣ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ㅣ인천 사무소ㅣ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ㅣ대전 사무소ㅣ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ㅣ광주 사무소ㅣ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1층, 2층

ㅣ대구 사무소ㅣ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ㅣ부산 사무소ㅣ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가사)

ㅣ울산 사무소ㅣ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ㅣ창원 사무소ㅣ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ㅣ청주 사무소ㅣ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ㅣ부천 사무소ㅣ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ㅣ고양 사무소ㅣ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ㅣ의정부 사무소ㅣ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5층

ㅣ전주 사무소ㅣ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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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and Expertise 
YK Law Firm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서초동 대표 종합로펌으로

고객들의 만족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에게 보답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세분화된 ‘전담센터’를 구성해 실용적 해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형사, 경찰대응, 이혼·상속, 민사·행정, 

기업 법무, 부동산·건설, 노동, 중대재해, 군형사·징계, 해양, 중국인 법률 지원, 의료, 디스커버리센터 

등 총 17개 ‘전담센터’에서 의뢰인의 필요에 맞는 전문 분야 변호사를 배치해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모든 구성원이 존경받는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도록 서초동 소재 로펌 최초로 2020년 공익 사단법인 ‘옳음’을 출범했습니다. 대법관을 지낸 박시환 

이사장을 필두로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유족 측 공익 변호, 구례 수해사건 피해지역 주민 공익 변호 

등 다양한 기부 활동과 교육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YK는 고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권익 수호자로서의 사명감을 품고 고객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룹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사건, 우리의 해법

140여 명의 변호사

15개의 지사, 하나의 YK

법무법인 YK는 2012년 설립됐습니다. 

2022년 기준 140여 명의 변호사가 서울 본사를 포함한 

전국 15개 지사에서 의뢰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주의’라는 가치 아래 실력과 정성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법무법인 YK는 

현재까지 성공 사례가 약 9천 건에 달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변호사를 

꾸준히 영입해 전국 12위 규모의 단일 법무법인으로 

급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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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법률 서비스를 선택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윤리 규범과 전문성, 

혜안과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 분야

The Key
Organizations

기업 

YK기업법무팀은 ‘산업과 법’ 모두에 능통한 실무형 변호사들이 기업 고객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대기업, 금융회사, 국세청, 변리사 등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회사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권 / 저작권 

/ 디자인권 / 특허권 등 지식재산 분쟁, 가맹사업법 등 여러 분야에서 깊이 있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K기업법무팀은 회사 관련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냉철한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대재해전국센터’를 설립했습니다. 

YK중대재해센터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직접 찾아 확실한 초동조치를 하는 기민함”에 그 차별점이 

있습니다. 전국 14곳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가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관할 경찰서의 조사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내 산업안전 보건체계 

구축, 현장 실사를 통한 추가 조력,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청·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조력, 

중대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 민사소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동 

YK노동법률센터 ‘노사공감’은 인사·노무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탁월한 팀워크를 발휘해 의뢰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노동청 진정·고소, 노동위원회 각종 신청 절차, 민사·형사·행정소송 대응 등 여러 

노사문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YK노동법률센터가 의뢰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형사

YK형사센터는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경찰, 검찰 출신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기업 범죄, 업무상 

횡령 등 재산 범죄, 성 범죄 등 모든 형사사건의 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찰 출신 변호사,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대응팀을 출범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처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와 법원 심리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지청장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변론으로 고객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YK형사센터는 4천 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모든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이 형사 문제에 직면한 그 순간부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형사 

YK군형사징계센터는 국방부와 각 군의 군판사·군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와 군형사 전문변호사가 

사건마다 TF팀을 구성해 치밀한 계획을 통한 사건 분석과 해결 능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측면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을 위해 열성적인 변론 활동을 펼쳐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YK군형사징계센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대응

YK경찰대응팀은 최근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경찰 일선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탄탄한 실무능력으로 무장한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수사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YK만의 형사사건 대응 노하우와 

전국지사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단계에서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 

대한 빈틈없는 조력을 약속합니다. 

부동산/건설

YK부동산건설센터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해 변호사들이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편에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 분석, 상담, 

자문, 분쟁 대응에 이어 사후 관리까지 의뢰인의 비즈니스가 계속되는 동안 YK부동산건설센터가 

함께합니다. 

YK부동산건설센터는 공사대금 청구 등 공사 분쟁, 건축설계 분쟁, 건축하자 분쟁,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 분쟁, 부동산 인도와 임대차 분쟁, 부동산 매매 자문, 명의신탁 분쟁, 

부동산 금융 등 여러 업무 분야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해 고객들로부터도 신뢰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중심주의’ 정신과 탁월한 소송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민사/행정  

YK민사·행정센터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손해배상, 민사·상사 분쟁, 

행정소송 사건에서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산재·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 사해행위 취소, 면허취소·영업정지 등 각종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소송 사건에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한 승소전략과 대규모 전문가 집단의 역량을 바탕으로 냉철한 쟁점 분석, 단계별 대응 

전략 제시를 통해 의뢰인에게 밀도감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손해배상·행정법, 교통사고, 

의료 사건에서 수년간 실력을 쌓아온 YK민사·행정센터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해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양 

YK해양법무센터는 선주,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 해상보험회사,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 종사자 등 다양한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인천, 부산을 포함한 전국 15개 도시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YK해양법무센터는 선박충돌, 선박침몰, 유류오염, 선박·적재화물 탈취, 선원 

근로계약·재해보상 문제와 같은 각종 선원분쟁 등 여러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형사·노동 전문변호사,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 해양경찰 출신 전문위원 등 해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YK해양법무센터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신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사

법무법인 YK는 2012년 출범 직후부터 가사 사건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 왔고, 그에 따라 진행 사건과 

성공 사례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이혼과 상속 사건에서,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사안별로 

적합한 최상의 소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 소외합의와 조정, 소송 등 

진행방식을 두루 고려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변론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칩니다. 

차별화된 전문가 그룹과 세분화된 사건 진행방식이 YK 가사팀의 강점입니다.

중국  

YK중국인법률지원센터는 출입국·형사·가사·민사 등 여러 분야에서 국내 

체류 중국인을 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전문센터입니다. 출입국 

/ 각종 비자 문제 / 성범죄·보이스피싱·마약 등 형사범죄 / 국제이혼 /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서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YK중국인법률 

지원센터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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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디스커버리센터는 경제범죄, 강력범죄, 여성청소년범죄, 사이버범죄, 교통안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행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 분석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

의뢰인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 후 컴퓨터, 스마트폰, 블랙박스, 서버,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 

제공합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녹취록 제작 작업을 대신하고 현장출장 서비스를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증인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진술과 영상을 분석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 데 협조합니다. 모든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보안을 염두에 두고 진행됩니다.

조사대응센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절차별로 사전 모의진행을 실시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 발생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뤄지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기억이 다소 생생한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진술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도 증거로서 큰 효력을 지닙니다. 

YK 조사대응센터에서는 실제 조사와 매우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센터는 크게 ▲디스커버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조사대응센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1

2

3

법률시장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혜안과 패기, YK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작, 디스커버리센터는 법무법인 YK의 검경 출신 

변호사·경찰 수사관들로 구성된 센터입니다. 수십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증거 확보와 경찰 조사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YK 디스커버리센터는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를 본떠 재판이 개시되기 전, 의뢰인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쪽 당사자에게만 증거가 집중돼 있는 

불공정성을 해소하며 모든 증거를 숨김없이 찾아내 활용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 전반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iscovery 
Center

Analysis of Positions

         through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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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전국센터는 전국 15개 사무소 변호사가 “가까운 곳에서 산재 현장을 직접 찾아 

확실한 초동조치를 하는 기민함”에 차별점이 있습니다. 전국 15개 사무소 변호사들이 각 사고 현장에 즉시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에도 본사와 지사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력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 YK의 중대재해전국센터 특징입니다.

서울 본사의 김국일 변호사, 김영수 변호사, 강경훈 변호사, 유상배 변호사, 김범한 변호사, 조인선 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과 전국 14개 지사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회의하면서 긴밀히 협력합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전국센터는 산업재해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과 산업재해를 수사한 

경험이 있는 많은 전문위원들이 함께 현장으로 이동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진단을 하며,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전국센터 변호사들과 디스커버리센터, 경찰팀 전문위원들은 각자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 차원에서 구축한 산업안전 체계 내용과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에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업무 경험을 성공적으로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다음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可)

      - 그 법인 또는 기관에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그 법인 또는 기관에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그 법인 또는 기관에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에 이른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중대 시민재해

중대 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해 다음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可)

      - 그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그 법인 또는 기관에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그 법인 또는 기관에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는 ‘중대재해전국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혹은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빠른
대응

재해
전문

네트
워크

중대재해센터는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고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됩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상의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Serious Accidents 
Center

중대재해센터



2021
창원지사 설립 / 수원지사 사무실 확장 / 청주지사 개소

부천·고양·의정부지사 설립 / 전주지사 설립

2020
법무법인 YK 사명 변경 / 부산·대구·수원지사 설립

공익 사단법인 ‘옳음(ORUM)’ 출범 / 인천·안산·광주지사 설립

울산지사 설립 / 변호사 75인 체제

2019
6년 연속 머니투데이 소비자만족도 대상 수상

검경 출신 변호인팀 ‘유앤파트너스’ 발족

변호인 35인 체제 / 부동산 건설센터 개설

제반 컨설팅 업무 MOU 체결

2018
지식재산센터 사무실 확장 /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MOU 체결

가사·상속전담센터 사무실 확장 / 경찰·학폭위팀 개설

2017
다사랑희망캠페인 협약 체결 / 노동센터 개설 / 공감경영대상 ‘CEO상’ 수상

2016
동아일보 2016 국가 소비자중심브랜드 대상 / 한경일보 2016 소비자만족지수 1위

머니투데이 소비자만족도 대상 3년 연속 1위 / 중앙일보 2016 고객감동 우수 브랜드 1위

2015
2015 소비자가 뽑은 법률서비스 형사부문 1위 / 머니투데이 고객만족도 형사 법률 서비스 2년 연속 대상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 ‘빈곤가정 법률상담 지원’ 업무제휴 협약

2014~2012
YK 법률사무소 설립 / 가족상속 분야 확장 / 의료 분야 확장 /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 변호사 선정 / 사무실 확장 이전

설립 10년 만에 전국 10위권 진입 목표, 그 이후를 꿈꿉니다

Onboard with YK _ 법무법인 YK는 새로운 관계와 기존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며, 최고의 골드 스탠더드(최적기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기적 공조체제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History of
YK Law Firm

Le
ading la

w fir
m of th

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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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과 연륜 있는 전문가와 열정과 실력 갖춘 젊은 구성원의 조화

법무법인 YK는 2012년 설립 이후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영입했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 출신을 주축으로 각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사건별로 체계적인 

전략팀을 신속하게 구성하여 다양한 법률문제 해결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ecutive
Leadership
Team

구성원 소개

Who influences and contributes
to the continuous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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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신청단독판사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가락고 졸업

·고려대 법학과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송파경찰서 상담변호사

·동화종합건설 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 변호사

·연세대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16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

·제49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청장

·제56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지청장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노동법석사)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법원 파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검사

   (대법원 파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부산광역시 파견)

·수원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

강경훈 대표 변호사

박찬 대표 변호사 김국일 대표 변호사변광호 대표 변호사

김범한 대표 변호사유상배 대표 변호사

·상산고 졸업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농수산물공사 인사위원

·현)해병대 법무팀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 변호사



조영국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 수료

·사법연수원 수료·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창원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김영수 파트너 변호사 

·한양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전)해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전)제주방어사령부 법무실장·전)해병대 제2사단 법무실장 

·전)해군순항훈련함대 법무참모·전)해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전)해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전)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선임 부장 군판사

·전)해군 법무병과장·전)해군인권센터 센터장

신승희 파트너 변호사 

·강원사대부고 졸업·강원대 공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장·대검찰청 감찰1과장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최윤경 파트너 변호사 

·분당 서현고등학교 졸업·연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조인선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2019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2018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수상·현)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현)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현)제3기 서울시노동관리보호관

김효준 파트너 변호사 

·진주 동명고 졸업·한국외국어대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전)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전)서울 송파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전)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 변호사

강상용 파트너 변호사 

·광주 살레시오고 졸업·경희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일본어능력시험(JLPT) 2급·2021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위촉

·(주)지어소프트 감사인선임위원회위원 위촉·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이경복 파트너 변호사 

·고려대 경제학과, 신문방송학과 졸업·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변호사시험 합격·전)법률사무소 호안 대표변호사

·전)서울동부지방법원 논스톱 구속 피고인 국선변호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자문변호사

·서울언남초등학교 징계위원회 위원·A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위원

김승현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변호사시험 합격·국방부 보통겸찰부 피해자 국선변호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중재 자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제96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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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로펌’ 고속 성장… 변호사 업계 ‘시끌’

‘원 펌’ 표방하며 전국 주요도시에 분사무소 설립

최근 '네트워크 로펌'이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전략으로 전국적으로 세(勢)를 확장하며 돌풍을 일으키면서 법조계가 

시끌하다. 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법무법인, 다시말해 ‘원 펌(One-Firm)’을 표방하면서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분사무소를 

내고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로펌을 말한다. 이들은 온·오프라인 광고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형사·이혼사건 등 

회전율이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고객을 적극 유치해 최근 5년새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YK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며 수원·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안산 등 8곳에 분사무소를 잇따라 

내는 등 본격적으로 몸짓을 키우면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설립 5년 만에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해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이 

제한되는 로펌 명단에까지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소속 변호사 수 77명의 준대형 로펌으로 성장했다.

YK는 별산제가 아니라 ‘100% 공산제’를 유지하면서 전국 곳곳에 ‘직영’ 분사무소를 내는 독특한 거버넌스(govemance)를 

갖추고 있다. 이런 경영 방식이 직영 점포 중심의 전국망을 가진 스타벅스와 닮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국 로펌’ 또는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명칭도 탄생했다.

2020.09. <법률신문>

“2022년 국내 로펌업계의 화두와 대응전략은 ?”

다가오는 2022년 로펌업계의 화두와 대응전략은 무엇일까. 동아일보가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들에게 내년 주요 이슈와 

전략을 들어본 결과 이들은 디지털금융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금융 소비자법 시행, 구조조정 등에 따른 기업 대응과 자문, 

전략 수립이 중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도 로펌들엔 새로운 도전이다. 법무법인 

YK는 14개 지사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현장대응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2021.12.<동아일보>

실무 탄탄한 인재 전국 14개 지사 포진… 산재현장 직접찾아 확실한 ‘초동 조치’

현장으로 달려가는 YK 변호사

… 2012년 10월 설립된 법무법인 YK는 올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역(수원·안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창원·청주·부천·고양·의정부·전주)에 지사를 두고 있다. 여러 국내 로펌들이 광역시 위주로 2, 3곳의 지사를 두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법무법인 YK의 경쟁력은 형사 실무 경험이 많은 막강한 인재 풀에 있다. 중대재해 센터를 이끄는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퇴직 

전까지 22년 동안 검찰에서 경제, 선거, 노동, 조세, 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뤄왔다. 40명에 가까운 경찰 출신 전문 

위원들도 법무법인 YK의 서울 본사와 14개 전국 지사에 속해 있다.

YK 중대재해처벌센터의 업무도 최근 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분야 기업들이 최근 YK에 안전 

관리 조직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가 난 뒤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안전 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 <동아일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로펌... 법무법인YK 등 국내외 로펌 45곳이 포함”

2020.12. <법률신문>

“20大 로펌 변호사 수, 10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법무법인 YK이 2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2020.8. <법률신문>

“생활밀착형 형사전문 로펌... 8년간  2800여건 승소”

법무법인 YK는 ‘생활 밀착형’ 사건에 강하다.

2012년 설립된 YK는 형사 성공 사례가 총 2840건에 달한다. 법리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다각도로 승소 방법을 

찾은 덕이다. 이런 성공 사례들은 모두 유형별로 분류돼 데이터베이스(DB)가 됐다. 다른 사건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생긴 것이다. … 그러면서 법무법인도 급성장했다. YK는 서초동 일대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로펌으로 꼽힌다. 지청장 

출신 김 대표변호사와 더불어 대법관 출신 박시환 고문과 부장판사 출신 박찬 변호사도 합류하는 등 인력 풀이 다양해졌다. 

형사뿐 아니라 부동산, 가사, 노동, 의료, 교통도 전문팀을 둘 정도로 업무 영역을 넓혔다. 

YK는 최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박시환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해 공익재단 ‘옳음’도 설립했다. 설립 10년도 

안 되는 중형 로펌으로는 흔치 않은 일이다.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소외 계층의 권익을 지켜주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2020.06.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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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aper
Article
YK가 고객의 법률파트너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또 YK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은 어떤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유수의 언론사들도 법무법인 YK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Work Highlight

“로펌에서 포렌식?”...변호사 포화 시장에 ‘전문 로펌' 강세

전문성을 무기로 특화된 전략을 꾀하는 ‘부티크 로펌(Boutique lawfirm·전문 로펌)’이 주목받고 있다. 대형 로펌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고 합리적 수임료를 통해 나날이 다변화되는 고객의 요구를 맞출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부티크 로펌이 변호사 

3만명을 넘어서며 포화상태에 빠진 법률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 

◆부티크 로펌 인기에...종합 로펌에서도 전문성 개발 주력

부티크 로펌으로 시작했지만 종합로펌으로 규모를 성장시킨 곳도 있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YK는 형사 전문 부티크 

로펌에서 시작한 종합로펌답게 ‘디스커버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를 본떠 재판이 개시되기 전 의뢰인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해 고안됐다.

디스커버리센터 내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고 여러 디지털 기기에저장돼 있는 전자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제공한다. 녹취록 제작을 대신하기도 하고 현장 출장 서비스를 

통해 폐쇄(CC)TV 영상이나 증인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부티크 로펌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부티크 로펌이 합병 등으로 전문적인 대형 로펌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부티크 로펌 시장이 치열해지는 건) 법률 시장에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2021.12.<아주경제>



Our Value and Culture
YK Goal of Creating Shared Value and Maintaining Sustainable Society

언제나 옳음으로 시작합니다.

YK 사단법인 옳음은 서초동 소재 로펌 최초 사단법인입니다. 

‘더불어 나누며 함께 그리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사명으로 

창립됐습니다. 2020년 시작된 옳음은 공익법률 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다양한 사회계층과 나눌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YK와 옳음의 모든 임직원은 참여와 협력에서 

이미 사회적 가치는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곳을 밝게 

비추기 위해 옳음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O R U M

옳음은 서초동 소재 로펌 중 최초로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한 번 더 생각해 ‘더불어 나누며 함께 그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법무법인 YK가 설립한 공익 사단법인입니다.

VISION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YK와 공익 사단법인 옳음은 변호사들의 

공익 활동을 촉진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프로보노(Pro Bono) : 라틴어 ‘Pro bono pulico’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해’를 뜻함.

변호사법 1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활동영역

옳음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6개 분야를 중점으로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정책 개선과 입법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부금은 공익 사단법인 옳음의 활동에 사용되며 기부금 사용 내역은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하나은행 229-910031-02204 (예금주 : 사단법인 옳음)

TEL. 02-533-0325 / orum@yklaw.net

노동 군(軍)
동물/

환경보호
장애 아동

여성/
소수자

1918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지사소개

Browse Our Branch
YK Law Firm conveys the impression of premium 

legal services nationwide
지역 전체의 법률 시장에 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통찰력과 분석을 제공합니다

Provides unrivalled insights and analysis of the 

legal market across the region

수원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1층, 2층

대구 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가사)

울산 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5층

전주 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20 21

서울 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6층

Tel: 1688-7073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와 그 감동, 전국 곳곳에서 그대로.

법무법인 YK가 가장 먼저 다가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