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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김동환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송무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인터넷 도메인 등에 관한 대규모 지식재산권 소송과 자문 건에서 국내외 회사를 대리하여 사
건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는 또한 국내외 정상급 연예인, 운동선수, 공연기획사를 위한 소송 및 자문업무
와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자문업무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는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LL.M.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다양한 법 제도와 법적 쟁점에 대해
연구하였고, LL.M. 과정 수료 후 미국 McKenna Long & Aldridge LLP의 샌디에고 사무실에서 1년간 근무하면서 송무
에 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주요 실적
대만 반도체회사
반도체회사: AP Transistor 특허권 침해 및 라이선스 소송 대리
이스라엘 제약회사
제약회사: 의약품 조성물 특허권 침해 소송 대리
독일 화학회사
화학회사: Polysilicon 제조방법 특허권 침해 소송 대리
미국 화학회사
화학회사: 화합물 특허권 침해 소송 대리
캐나다 건설회사
건설회사: 건축 구조물 특허권 침해 소송 대리
한국 제약회사
제약회사: 의약품 조성물 영업비밀침해 소송 대리
미국 기계 부품 제조회사
제조회사: 자동차 부품 디자인침해소송 대리
일본 생활용품 회사
회사: 디자인침해소송 대리
대만 전자 부품 제조회사
제조회사: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조치 대리
IKEA: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인터넷 도메인 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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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tex: “Zara”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대리
두산건설
두산건설: “ Zenith” 상표권 침해 소송 대리
Christian Louboutin: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법적 조치 대리
Ferrari: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대리
Haribo: 인터넷 도메인 소송 대리
Hyatt: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대리
일본 게임회사
게임회사: 게임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대리
TJ Media: 노래방 반주 저작권 침해소송 대리
Live Nation: Coldpay, Lady Gaga, Maroon 5, Charlie Puth, BTS, Twice, Big Bang, IKON, GOT7, Seventeen
공연 계약 자문
한국 금융회사 및 증권회사
증권회사: 개발 및 정비사업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리

인사이트
Getting the Deal Through: Licensing 2017 - 2020 (Korea Chapter)

활동 및 제휴
프리젠테이션
“Unmanned Aircraft Systems (Legal Issues in Korea)”,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대한민국 서울,
2015년 10월
“Legal Actions in Korea against Unlawful Transmission of Information”, Taiwan Trade Secret Protection, 대만
타이페이, 2019년 7월

가입 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LESI International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Marques

경력
변호사, Dentons Lee ( 舊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2007-현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3

집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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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위조방지
지식재산권

산업분야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학력
펜실베니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LL.M.
사법연수원, 2006, 35기
서울대학교, 2000, 학사, 재료공학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6
변리사, 대한민국, 2016

언어
영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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