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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소개

법무법인(유) 세종 판교 분사무소

INNOVATION CENTER



DEVELOPMENT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바쁩니다. 

스타트업의 창업자는 언제나 바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판교 INNOVATION CENTER

(분사무소)는 스타트업에 특화된 종합 자문 PACKAGE를 제공하여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는 규제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2017년에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스타트업이 마주치는 

규제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판교 INNOVATION CENTER (분사무소)는 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타트업을 이해하고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판교 INNOVATION CENTER (분사무소)에는 젊으면서도 풍부한 경험

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열정을 공유하면서 함께 고민하

는 일을 즐기는 변호사들이 스타트업에게 실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PERIENCE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최고의 로펌만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한국 내 최대 로펌 중 하나로서 기업법무일반, M&A, 증권금융, 규제대응, 

IP, 공정거래, 분쟁해결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들은 굳이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자문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판교 INNOVATION CENTER (분사무소)에는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급 변

호사들이 대기업부터 스타트업에 이르는 다양한 판교 소재 기업들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신

속한 의견을 드립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지체되

는 일이 없습니다. 

산업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판교 INNOVATION CENTER (분사무소)는 판교 소재 기업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기업들이 속해있는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자문이 아

니라, 산업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한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IT 밸리인 판교는 대한민국 대표 IT, BT, CT, NT 

기업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판교 지역의 기업들에게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맞춤형 밀착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판교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대형 로펌 최초로 

판교 INNOVATION CENTER (분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맞춤형 밀착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유) 세종 판교 INNOVATION CENTER (분사무소)에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근무하면서 지역 기업들에게 

신속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종합적인 법률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교 분사무소 근무 

변호사들과 본사 변호사들이 함께 고민하여 해법을 제시합니다. 

판교에 있는 고객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700여명의 

국내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과 바로 옆에서 자문을 받는 것과 동일한 퀄리티의 

자문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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