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법무사 리스트(2020)
 *리스트 정렬순서는 주소지 가나다순입니다.

지역 No 구  분 사무소명 주    소 연락처 이메일 가능언어

강남구

1 법무사 오늘법무사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604호
(역삼동, 유니온센터) 02-6949-0100 todaylaw0100@gmail.com 영어

2 법무사 다름 법무사법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414, 2층 
(역삼동, 세일빌딩) 02-557-2488 5572488@darumlaw.co.kr 영어

3 법무사 윤상철 법무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중앙로 217 대동빌딩 6층 
법무법인 강남 02-6494-2320 sangcheoly@gmail.com 영어

4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3층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02-6956-1301 nrhong@hanillaw.com 영어, 한국어

5 변호사 오성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9, 9층 070-7816-7550 ywie@osunglawoffice.com 영어, 중국어

6 법무사 대륙 법무사 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10층 1018
(역삼동, 동경빌딩) 02-2615-7288 zjh0324@naver.com 중국어

7 변호사 법무법인 랜드마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21층 2105호 02-533-7979 kunhwa0912@gmail.com 중국어, 영어

8 법무사 바른길 법무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11, 608호 lawlee11061@gmail.com 영어

강동구 9 법무사 유언등기법무사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42, 301호(천호동, 암사) 02-393-9393 yori@kakao.com 영어, 일본어

강서구 10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름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508호 02-6448-0688 chosenone@naver.com 영어, 중국어

구로구 11 법무사 제일법무사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8, 1층 02-856-1500 cheillaw@hotmail.com 영어

동작구
12 법무사 법무사 김성수 사무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40, 402호 

(대방동, 경원빌딩) 02-584-1122 investokorea@naver.com 영어

13 법무사 법무사 박희채 서울시 동장구 사당로 13길 31, 102동 504호
(두산위브트레지움) 02-595-8996 lawsphc@naver.com 영어

마포구 14 법무사 김숙희 법무사 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20, 근산빌딩 309호 02-323-8852 kshputi@naver.com 중국어, 영어



지역 No 구  분 사무소명 주    소 연락처 이메일 가능언어

서초구

15 변호사 정오의 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07(신태영빌딩) 709호 02-6959-9169 lawatnoon@naver.com 일본어

16 변호사 영동종합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83, A동 14층 1417호 02-589-6708 mail@youngdonglaw.com 영어

17 법무사 법무사 박덕진 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12, 5층
(서초동, 장생빌딩) 02-585-3350 5853350@hanmail.net 영어, 일본어

18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금성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3,4 층 02-595-3700 amanpks2@naver.com 영어, 
인도네시아어

19 법무사 김학민 법무사 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7-4, 동용빌딩 502호 02-593-5970 singjoy@naver.com 영어

20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페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1길 22, 4층 02-2138-2024 shm@opeslaw.co.kr 영어, 일어

21 법무사 법무사 이재욱 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46, 제일빌딩 5층 02-3424-3678 miru-69@hanmail.net
영어, 

독일어(기초),  
불어(기초)

22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10층 02-597-3357 jupil22@hanmail.net 영어, 중국어

23 변호사 이로 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601호
(서초동, 아스트라) 02-521-0203 anwalt@e-law.kr 영어

24 법무사 법률사무소 로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804호 02-582-4655 sksoli25@naver.com 영어, 
프랑스어

25 법무사 법무사유계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1호 02-533-2323 y5332323@naver.com 영어, 일본어

26 법무사 법무사 행정사 황정수 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34, 503호
(서초동, 브라운스톤서초) 02-588-3345 hjs3866@hanmail.net 영어, 일본어

27 법무사 서초중앙법무사 합동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20, 4층 02-3775-3801 29hoon@naver.com 영어, 일본어

28 법무사 법무사 행정사 류규열 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9, 102호
(서초동, 서도빌딩) powe2060@naver.com 일본어

29 법무사 해우법무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9, 704호
(서초동, 이레오피스텔) 02-533-4972 lawkim7060@nate.com 영어

30 변호사 법무법인 신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7-6 카이스빌딩 9층 02-3452-7300 ejo@swlaw.co.kr 영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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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1 법무사 법무사 정재영 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0, 102호
(서초동, 헌정빌딩) 02-598-8160 jjyjjyok@naver.com 영어, 중국어

32 변호사 변호사 유인호 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1, 정암빌딩 204호 02-595-7818 contact@youinlaw.com 영어, 일본어

33 법무사 서초제일 법무사 합동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길 27, 303호
(서초동, 미주빌딩) 02-596-7655 55syg@naver.com 일본어

34 법무사 법무사 조희우 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3층
(서초동, 골드빌딩) choncho9@naver.com 일본어

35 법무사 다인합동법무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15, 3층 (란빌딩) 02-6959-5123 ippeun@daum.net 영어, 
스페인어

36 법무사 송양수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221 상가동 305호
(잠원동, 한강아파트) moonshark.hs@gmail.com 영어

송파구 37 법무사 법무사 김태준 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315호 02-402-7020 kimbbeopc@naver.com 영어

양천구 38 법무사 법무사 임재익 사무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9, 607호 
(신정동, 남부빌딩) 02-2655-1561 ik9687@daum.net 영어

영등포구 39 변호사 법무법인 유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11층 02-6279-2900 jkha@yujunlaw.com 영어, 일본어

종로구

40 법무사 동신법무사 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535호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02-723-6424 kymdns@gmail.com 영어, 일본어

41 변호사 법무법인 별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1906호 02-720-4023 hjchoi@star-law.kr 영어, 
프랑스어

42 법무사 광화문법무사법인(유)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8층
(당주동, 변호사회관) 02-732-7070 please contact each  

person in charge 영어

중구
43 법무사 법무사 박성수 사무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9, 603호

(서소문동, 경서빌딩) 02-704-9123 lawkey@naver.com 영어, 일본어, 
중국어

44 변호사 변호사 임호빈 법률사무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11층 1126-5호
(수표동, 시그니처타워) hblim@hblim.com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