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개요
시간이 갈수록 형사절차가 직권주의적 구조에서 당사자주의적 구조로 바뀌어감에 따라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성실한
조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의 민사절차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종래의 형사사건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른 변호인의 조
력 내용도 변화해야하는 필요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SOFA 협정에 의하여 미군 소속 군인, 군무원의 형사사건 변호
• 형사재판의 민사소송화 현상에 대한 대비
• 검찰의 기획수사 또는 표적수사에 대한 변호인 조력
• 회사의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여부에 대한 고소대리 및 변호
• 회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변호
• 비자금 관련 범죄의 무죄변론
• 배임수증재죄, 뇌물죄 등 부패관련 범죄의 무죄변론
• 사기범행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존부에 대한 변호
• 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 성립에 대한 변호
• 회사 임직원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변호
• 회사 및 임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여부에 대한 변호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대리 및 변호
•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변호
• 회사 임원의 증권거래법위반 관련 변호

주요 실적
• 교육위원 선거법위반 관련 위증교사, 범인도피 사건 변호
• 토목직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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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감리 뇌물수수 사건 변호
• 건설업체 직원 배임수재 사건 변호
• 한의원 원장 환자 성추행 사건 변호
• 여직원의 지사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의 법률조력
• 유진기업의 A씨에 대한 사기회생죄 고소사건 대리
• 주조용 쇳물이 쏟아져 발생한 산재형사사건 변호
• 영업비밀침해사건 변호
• A중공업 대표이사의 자재대금 사기사건, 잔여자재 횡령사건 변호
•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도박개장 등 사건 변호
• 중국 교포 마약사건 변호
• A자동차 임원의 직원 살인사건 변호
• 송유관절도사건 변호
• 경선운동방법위반행위, 기부행위, 매수행위로 인한 선거법위반사건 변호
• (예비 포함) 후보자비방사건 변호
• 마이산 삼불미륵보살상 절도사건 변호
• 외국어교육기관인 R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 대리
• 외국어교육기관인 R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룰 침해에 대한 고소 대리
• 광물자원업 E사의 합작투자 관련 배임죄 등에 대한 고소 대리
• 줄기세포업 A사의 국재분쟁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침해에 대한 고소 대리
• 부동산개발업 G사의 투자 관련 횡령죄 등에 대한 고소 대리
• 의류업 C사의 의류 디자인 침해에 대한 고소 대리
• G사 임원의 횡령 및 임직원의 증거은닉에 대한 변호
• S 자치단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변호
• D사 임원의 사기 등에 대한 변호

주요 연락처
정연택
변호사, 서울
D +82 2 2262 6251
yontaek.chong@dentons.com

박성득
대표변호사, 서울
D +82 2 2262 6005
sungduck.park@dentons.com

이승훈
변호사, 서울
D +82 2 2262 6099
seunghun.lee@dentons.com

심요섭
변호사, 서울
D +82 2 2262 6487
yosub.shim@dent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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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곤
변호사, 서울
D +82 2 2262 6228
seunggon.jo@dent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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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제
변호사, 서울
D +82 2 2262 6009
youngjae.seo@dent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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