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A W  &  L I B E R T Y

LAW 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상담 : 1600-9886 / 010-7114-1135
FAX : 02-6747-1120
홈페이지: http://lawliberty.co.kr/

Contact

로엘법무법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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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로엘법무법인

로엘�사무소

개

전국에�위치한�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과�가까운�곳에서�최적의
법률서비스를�제공합니다.

고양

인천

서울 (본소/서초�분소)

안산

수원

대전

광주

의정부

성남

대구

울산

부산

부천

청주

창원

개

로엘�전담센터

로엘법무법인의�전문�변호사는
다양한�분야에서 Total Legal 
Care Service를�제공합니다.

18
형사 이혼 군형사 성범죄 학교폭력

상가
임대차 상속 노사상생 마약 부동산

행정소송 경제사범

명도분쟁

프랜
차이즈

산재소송법인회생 소청심사 보험

법무법인의�규모는�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근간이�됩니다.

(최근 3년)변호사�수�증가�추이
명61

명97
명

2020 2021 2022

다양한�분야에서�축적한�성공사례를 
통해�차별화된�경쟁력을�만들어�갑니다.

(2022.12.기준)

(최근 3년)성공사례�증가�추이
건6,084

건3,154 

건5,011

2020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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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여�개�법무법인�중
변호사�수�기준�규모

위14
로엘법무법인은 2022년 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명단에�이름을�올렸습니다. 
더불어 변호사�수�기준으로 1,300여�개�법무법인�중 
국내 20대�법무법인에�포함되었습니다.

2022년�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법무법인�기준은 
2020년�연�매출 100억원�이상�법무법인이며�올해는 
48곳이�명단에�이름을�올렸습니다.

※ 출처 : 법무부, 인사혁신처

순위 법무법인(법률사무소)명 변호사 수
1 김앤장 법률사무소
2 법무법인(유) 광장
3 법무법인(유) 태평양

14 로엘법무법인 101명

104



고객의�올바른�동반자로서�곧은�마음과 
진실되고�바른�행동, 직업적�윤리의식과
공정함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정도를�추구합니다.

고객의�말에�귀를�기울이고�고객의�입장에서 
고민하며, 최상의�결과를�위한�법률적 
조력을�다�하겠습니다.
어느�지역의�고객이든�신속하고�정확한�법률 
조력을�위하여�전국의�각�지역사무소를�통한 
일관�된�법률서비스를�제공합니다.

효율적이고�체계적인�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들의�풍부한�경험과 
탁월한�문제�해결�능력을�바탕으로�최고의 
법률서비스�제공을�위해�최선을�다합니다.

고객�우선

최고�지향

핵심가치

로엘법무법인은�법무법인으로서의�책임과�역할을�바로�알고�있습니다. 고객의�믿을�수�있는�파트너가�되고, 고객의�가치와 
권리를�보호하고�실현할�수�있도록�법과�사람의�가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정도�경영

팀별, 분야별�상호�협력을�통해�문제를 
보완하고, 더�나은�결과를�위해�노력합니다.
상호�협력을�통한�시너지�효과는�고객에게 
더�나은�법률서비스와�결과를�제공합니다.

빠르게�재편되고�있는�법률시장의�새로운 
패러다임에�대처하기�위해�변화를�통한 
서비스�향상과�혁신을�이어가고�있으며,
언제나�새로운�가치를�설계합니다. 
그러한�서비스�향상과�혁신적인�가치가 
고객을�향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혁신�선도

협력�추구

05 로엘법무법인 소개

로엘법무법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 이혼, 상속, 부동산, 부동산구조화금융, 노무, 보험�등의�분야에�걸쳐�포진된�전문가들은�고객이�필요로�하는 
법률서비스를�신속하고�정확하게�제공하고�있습니다. 
특히�팀별, 분야별로�협업하는�유기적인�시스템�안에서�로엘법무법인은�고객과의�신뢰를�가장�소중한�가치로�생각합니다.
고객에게�감동을�줄�수�있는�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법무법인이�되기�위하여�항상�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경영철학

Law & Liberty(법과�자유)를�기본�이념으로�하여, 법을�통한�고객의�자유로운�삶을�실현한다.

L  A  W   L   L  A  W   F  I  R  M

로엘법무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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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변호사

06LAW L LAW FIRM LAWYER

대표변호사
R E P R E S E N T A T I V E  L A W Y E R

·경남 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학력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국방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운영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07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최창무

·경찰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형법 석사과정 수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학력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
·충남지방경찰청 수사지도관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계장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종로경찰서 정보과
·법무법인 광장 형사전문 변호사
·경찰청장,경찰종합학교장 표창
·현대건설,현대그룹, 우리은행, GS건설 외 자문
·서초서  여청선도심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김현우

검사 출신

경찰대 간부 / 경정 출신



09 로엘법무법인 변호사08LAW L LAW FIRM LAWYER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자문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한양증권, 
  다올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부국증권, 
   DS투자증권, DB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한국 가족법학회 정회원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선 검토위원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학력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서울 용산경찰서 자문변호사
·서울 서초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서울 서초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구 검도회 이사
·엘림토건주식회사 고문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부천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졸업(공학석사)
·제14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학력 경력

·공군법무관 대령
·공군 작전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검찰과장
·공군본부 고등검찰부장, 보통검찰부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공군 군사법원장(재판1부장 겸직), 재판2부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학력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 용산경찰서 자문변호사 
·국제형사학회 정회원 
·통일법학회 정회원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원화

권상진

이태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정태근

군사법원장 출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학력 경력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충남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장 직대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충남경찰청 연기(現 세종)경찰서장(총경)
·충남경찰청 정보과장(총경)
·충남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장(총경)
·대전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총경)

경찰서장/총경 출신

경력

·서울종로경찰서 경감
·서울서초경찰서 근무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근무

경찰경감 출신

이종욱

정해연

고문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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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지현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강종범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도현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윤자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임대차관련법 전문 변호사

모형관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 변호사

강연경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최정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김기률
파트너 변호사

박윤희
파트너 변호사

윤휘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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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이윤대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고다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태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박경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 이혼 전문 변호사

박소윤
파트너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 변호사

이창림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강성문
파트너 변호사

진동환
파트너 변호사

김현준
파트너 변호사

백서준안소양
파트너 변호사

차승균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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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행정법 전문 변호사

금현경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박정호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강지운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황윤창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최성호
파트너 변호사

이종윤
파트너 변호사

이상민
파트너 변호사

황인욱
파트너 변호사

황정원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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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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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호사

이정빈

변호사

이승용
변호사

이지애

변호사

양현주
변호사

변호사

최건희
변호사

채지연

변호사

나용호
변호사

정진욱
변호사

김연준
변호사

김민준

변호사

김민이
변호사

김명환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

조민성

변호사

박상홍
변호사

류한빈
변호사

이진수
변호사

김규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차현정조유현

변호사

송정훈
변호사

이수현
변호사

강수현
변호사

양동규

변호사

안광휘
변호사

김재현
변호사

이정희
변호사

도주훈

변호사

윤진연
변호사

유다솜
변호사 변호사

황준웅

변호사

양현국
변호사

하나름
변호사

장세진
변호사

박준성

변호사

김수민
변호사

서원호
변호사

서영주
변호사

김형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최광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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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무성
변호사

이민희

변호사

함원식
변호사

오선화

변호사

서동휘
변호사

이영호

변호사

노범래
변호사

총배붕
변호사

이상진
변호사

박준민
변호사

김강호

변호사

조성혜
변호사

변호사

신정욱
변호사

강건우
변호사

박민성

김기헌

변호사

김희은

로엘법무법인�변호사들은
의뢰인�중심�법률서비스를�제공합니다.

“

“
변호사

최다경
변호사

정한벼리
변호사

옥바다
변호사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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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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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합니다.

형사 군형사

상속 노사상생 보험

상가임대차 경제사범 마약

복잡하게 얽힌 상속 분쟁
에서 고객의 소중한 권리
를 보호합니다.

근로관계를 둘러싼 법률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
악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보상과 권익을 지켜드립
니다.

상가와 관련된 정확한 
법률 이해와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경찰·검찰·판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 초기 단계
부터 적극 참여하여 신속
하게 대응합니다.

군검사 출신 변호사의 군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부동산 이혼
초기 대응이 중요한 학교
폭력, 전문적이고 신속한 
조력으로 학생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부동산 자문과 소송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
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혼 소송의 
여정을 고객과 함께 동행
합니다.

탁월한 역량과 경험을 바
탕으로 고객에게 실질적
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수의 마약 사건 처리를 
통해 축적된 대응 프로세
스를 통해 신속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행정소송 법인회생 소청심사
회생 관련 제반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최
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부당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처분에서 고
객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산재소송
산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손해배상·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이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소송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
니다.

프랜차이즈

풍부한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상
황에서 최적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변화에도 민첩하게 대응합니다.

명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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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수상내역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 고객�만족�브랜드�대상

2017 고객선호브랜드지수 1위

대한민국�소비자대상

2018 고객감동서비스지수 1위

2016 대한민국�우수브랜드�대상

대한민국�고객만족�브랜드대상

2022 대한민국�우수�브랜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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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사무소 안내

로엘법무법인 사무소 안내25LAW L LAW FIRM LOCATION

서울�사무소

서울�서초구�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교대역9번 / 서초역1번 1F 스타벅스�건물

상담    1600 - 9886

FAX      02 - 6747 - 1120

HP    010 - 7114 - 1135

KB 국민은행

예미안치과

국제빌딩

교대역 9번

KB 국민은행국제빌딩

하나은행 교대역 9번

본사

서울�사무소

서울�서초구�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상담    1600 - 9886

FAX      02 - 6747 - 1150

HP    010 - 7114 - 1135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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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5번호텔�그레이톤둔산

웅진빌딩

대전�사무소
대전�서구�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상담    1600 - 9886

FAX      042 - 384 - 1109

HP    010 - 7114 - 1135

대구�사무소
대구�수성구�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상담    1600 - 9886

FAX      053 - 286 - 1109

HP    010 - 7114 - 1135

KEB 하나은행

범어역 11번

범어역 10번

인천�사무소
인천�미추홀구�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상담    1600 - 9886

FAX      032 - 212 - 1109

HP    010 - 7114 - 1135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NH 농협은행

스타벅스

훼미리�치과의원

수원�사무소
경기�수원시�영통구�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10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상담    1600 - 9886

FAX     031 - 304 - 1140

HP    010 - 7114 - 1135

SK 주유소

충장맨션

지산사거리

광주�사무소
광주�동구�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상담    1600 - 9886

FAX     062 -  417 - 1109

HP    010 - 7114 - 1135

거제역 10번대원빌딩

청담빌딩대한타워빌딩

부산�사무소
부산�연제구�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상담    1600 - 9886

FAX      051 - 939 - 1109

HP    010 - 7114 - 1135



파리바게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산�사무소
경기�안산시�단원구�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상담    1600 - 9886

FAX     031 - 506 - 1119

HP    010 - 7114 - 1135

창원지방법원

가야빌딩

사파교차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상담    1600 - 9886

FAX     055 - 604 - 1119

HP    010 - 7114 - 1135

CU 편의점

남한산성입구역 2번

남한산성입구역 1번

성남�사무소
경기�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상담    1600 - 9886

FAX     031 - 604 - 1109

HP    010 - 7114 - 1135

한진전원맨션

청우종합법률사무소

질골공원

울산�사무소
울산�남구�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상담    1600 - 9886

FAX     052 -  911 - 1109

HP    010 - 7114 - 1135

일산차병원

건설공제조합

마두역 4번

고양�사무소
경기�고양시�일산동구�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상담    1600 - 9886

FAX     031 - 814 - 1109

HP    010 - 7114 - 1135

로엘법무법인 사무소 안내2928LAW L LAW FIRM LOCATION

의정부
지방법원

법전빌딩

의정부 
지방검찰청

의정부�사무소
경기�의정부시�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상담    1600 - 9886

FAX     031 - 827 - 1129

HP    010 - 7114 - 1135



청주�사무소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산남로62번길 34, 3층 301호
(산남동, 광장빌딩)

상담    1600 - 9886

FAX      043 - 904 - 1109

HP    010 - 7114 - 1135

CU

두꺼비�생태공원

로엘법무법인은�원펌�시스템을�구축하여 
전국 16개�사무소에서�일관된�법률서비스를�제공합니다.

ONE-FIRM 
SYSTEM

“ “

NH
농협은행

마두역 4번

부천�사무소
경기�부천시�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상담    1600 - 9886

FAX     032 - 225 - 1109

HP    010 - 7114 - 1135

송내역 3번송내역 2번

로엘법무법인 사무소 안내3130LAW L LAW FIRM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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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로엘법무법인이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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