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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

결하고 있는 테헤란 그룹은 특

허분야 15년 이상 경력의 대

표변리사와 국내 5대 로펌 출

신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회사

로, 지식재산권·소송, 해외·국

제, 이혼·가사,  회생·파산, 형제, 이혼·가사,  회생·파산, 형

사, 세무·회계 등 각 분야에 고

도의 전문성을 갖춘 상담팀이

끊임없는 연구와 정보력을 바

탕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테헤란은 다소 짧은 연혁을 보

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객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

아왔으며 지금까지의 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고객님께 공유하여 테

헤란의 구성원 모두가 고객에헤란의 구성원 모두가 고객에

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문가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의 상황을 공감하

고 사안에 핵심을 정확히 파악

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함으로

써 최적의 맞춤형 대응책을 제

시합니다. 앞으로도 테헤란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고객 여

러분과 함께 꿈꾸고 성장할 뿐러분과 함께 꿈꾸고 성장할 뿐

만 아니라 결실을 나누는 창조

적이고 건전한 동반자로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Busin ess
Essential
Service
Total
가치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기업

전문가가 오랜시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찾

아내고, 끊임없는 경험과 노력으로 지식기반서비스를 고객에게 아낌없이 

공유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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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현재)

·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도산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 국제특허 정률 변리사

·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센터 간사

·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사)

백상희대표변리사

·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현재)

·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 발진회 시제품지원사업 자문위원

· 한국발명진흥회 비용지원사업 자문위원· 한국발명진흥회 비용지원사업 자문위원

· 발진회 아이디어평가사업 자문위원

· 한국발명진흥원 자문변리사

· 중소기업 비즈니스파트너 전문위원

· 한국무역협회 자문변리사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서혁진대표세무사

·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현재)

· 세무법인 택스인

· 세무법인 민화

· 혜움 세무회계

·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 세무회계 강사

· 고용노동부 NCS 강사

·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 세무사

· 전산세무회계 출제위원

· 네이버 지식인 전문 세무사

· 세무회계 수 고문세무사

· 세무회계 웰 대표세무사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이동간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파트너변호사

·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 대구 대구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사법학과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오대호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유)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 대전고등검찰청 행정소송담당 공익법무관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공익법무관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4기 조세연수원 수료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공주사대부고) 졸업

이경복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 삼성자산운용(주)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파트너 변호사

· 법률사무소 호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YK· 법무법인YK  파트너 변호사

·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연수원 수료

· 로앤비 기업인수합병 거래와 실무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길인영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 법무법인 정세 수습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수습 수료

· 법무법인 시민 실무수습 수료

·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상속법

  특별연수 이수

· 조달청, 화성시, 서울특별시의회,

  노원구의회, 서울교통공사 등 자문 다수

·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윤웅채변리사

·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현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 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 기술거래사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 한국발명진흥회 평가위원

· 서울산업진흥원(SBA) 평가위원

김신연변리사

·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현재)

·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특허법인 남앤드남 변리사

·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 신한은행 기업금융부 기술평가역· 신한은행 기업금융부 기술평가역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평가위원

· 이코노믹리뷰 특허 칼럼니스트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인을 위한 기술

  금융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교육 

송인엽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 검찰 심화 실무수습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수석)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박사과정 재학

신은정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 사법연수원 하계 실무수습

· 연세대학교 사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졸업

김은정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 한가람 변호사

· 롯데백화점 상품본부 근무

· 검찰 심화실무수습 수료(천안지검)

· 대한변호사협회 성폭력특별법,

  학교폭력, 군형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성범죄 피해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성범죄 피해자

  사건 수행 변호사

· 서부법원 법률상담 변호사

· 법원종합청사 법률상담 변호사

·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 한국여성변호사회 정회원

·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복수전공

· 연세대학교 법학과 부전공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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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주택금융공사 자문 변호사(현재)

·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 삼성중공업 사내변호사

· 대구고등학교 졸업

·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여진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상담관

·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로엘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대륜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서초분사무소 실무수습 수료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실무수습 수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무수습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상속 특별연수 수료

·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임주미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검찰실무수습 수료

· 연세대학교 건축학(5년제)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상담변리사

· 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현재)

· 특허법인 가산 변리사

· 특허법인 남앤드남 변리사

·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 삼성전자 종기원/반도체/LCD/통신

  사업부 담당 변리사

·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담당 변리사

· 삼성 테크윈 담당 변리사

· 신화인터텍 담당 변리사

양진하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변호사

· 법무부 인권국 법률홈닥터

· 정부법무공단실무수습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지현우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법제처 실무수습 수료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경영학부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경태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구로구 고척2동)

· 법원종합청사 법률상담 변호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법률상담 변호사

· 서울변호사협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소송지원변호사단

· 블루썸(스타트업) 법률자문

· 재가장기요양기관 법률자문

· 대한변호사협회 자본시장법 연수과정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학교폭력,

  성년후견 특별연수 수료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전원신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실무수습

· Irkutsk State Technical University,

  Russia 교환학생

· 성균관대 러시아어문학과 졸업(수석)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복수전공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정주성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 정부법무공단 실무수습

·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수습

·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

·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황   인 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검찰 심화과정 실무수습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졸업

이동화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률사무소 지명

· 사법연수원 하계 실무수습

· 롯데멤버스 법무담당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서울시 구로구 개봉2동 마을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 이수·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 이수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동욱변리사

· 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현재)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 특허법인 이룸 변리사

· 특허법인 프렌즈 변리사

· 특허법인 우인 변리사

· 특허법인 한벗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금융추진부· 우리은행 혁신금융추진부

  혁신기술평가팀 차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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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현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전 법무법인 심평 소속변호사

· 전 법무법인 명경 실무수습

· 전 롯데케미칼 PE국내영업팀 근무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하현열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검찰 일반실무수습 수료(부산지검)

· 검찰 심화실무수습 수료(서울북부지검)

·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

· 진주 명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해민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 로앤 변호사

· 김해시청 전문계약직 공무원

· 법률사무소 유석 변호사

·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사)

전서현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 동주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박세미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울산지방법원 실무수습 수료

· 부경대학교 법학과 졸업(수석)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경렬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수습

· 검찰 심화과정 실무수습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우등졸업)

공원준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 태하 수습 변호사

· 검찰 심화실무수습수료(부산서부지검)

· 서울 청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민윤성세무사

· 세무회계 테헤란 세무사(현재)

· 고려세무법인 강남통합청사지점

· Living Stone International School 졸업

·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

· 학사고시 영어영문학과 졸업

김욱재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부산지방법원 실무수습 수료

· 거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장

·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

· 주식회사 리플레이스 자문 변호사(현재)

· 주식회사 라이브엑스 자문 변호사(현재)

· 주식회사 광지주 자문 변호사(현재)· 주식회사 광지주 자문 변호사(현재)

· 부산 해강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졸업(최우등)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혜수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서울고등법원 인턴십

  (사법실무교육과정) 수료

· 법률사무소 제우 실무수습

· 법무법인 재현 변호사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안정연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률사무소 풍경 실무수습

· 법제처 실무수습

·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2022년)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University of Michigan,

    Education School(석사)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사)

김현섭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11 12



탁성준세무사

· 세무회계 테헤란 세무사(현재)

· 세무법인 조이택스 논현지사

· 일산대진고등학교 졸업

· 웅지세무대학교 졸업

권진원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 해법 변호사

·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

· 해운대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혜진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 제일법률사무소 실무수습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정화룡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 혜명 실무수습

· 서울중앙지방법원 하계 실무수습

· 제11회 변호사시험합격(2022년)

·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석사) 졸업·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석사) 졸업

곽효진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한국예탁결제원 실무수습 수료

· 법원 심화실무수습 수료(서울동부지법)

·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졸업(최우등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과 부전공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한경민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검찰 심화 실무수습(수원지검) 수료

· 삼성중공업 기획팀 근무

· 안산동산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안태욱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

· 법무법인(유) 바른 실무수습

· 대구지방법원장상 수상

· 주식회사 TCON 자문 변호사

· HIT Technology 자문 변호사

· 주식회사 우리코퍼레이션 이사· 주식회사 우리코퍼레이션 이사/CTO

·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진환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 로쿨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수원지방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로고스 실무수습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태규세무사

· 세무회계 테헤란 세무사(현재)

· 서울 경찰청 강남경찰서 근무

· 부산 금곡고등학교 졸업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김광현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률사무소 봄 변호사

· 경찰대학교 경찰실무연수

· 연세대학과 법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도훈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현대코퍼레이션㈜ 법무팀 사내변호사

· 서부지검 검찰 실무수습 수료

· 미시간대학(University of Michigan)

  우등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정대성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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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연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 전주지방법원 실무수습

· ADR 중재전문가 교육과정 수료

· 네모파트너즈 컨설턴트

· LG애드, 맥켄에릭슨 AE

·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졸업·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졸업

백인화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유한) 국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수습

· 검찰 심화과정 실무수습

· GS칼텍스 인사/노무, 해외무역담당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권민정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해군 특수전전단 군 인권 자문변호사(현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규원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 금양 변호사

· 전주교육대학교 졸업

·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석사) 졸업

김민규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 법무법인(유한) 국제

·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졸업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최우등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유수빈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법무법인 태평양 동계 실무수습

· 법무법인 화우 하계 실무수습

· 법무법인 지평 하노이 사무소 하계 실무수습   

· 국제기구(UN · 국제기구(UN FAO 하노이 사무소, ADPC, MI)

  인턴, 컨설턴트, Program Officer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석사) 

·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졸업 

· 서울시립대 조세법 전문과정 수료

15 16



형사 상담센터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밀착변호와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신속·정확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합

니다. 20년 이상 형사사건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든든한

대변인이 되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범죄 상담센터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사건 분석, 증거수

집 능력, 철저한 비밀유지와 심도 깊은 1대1 상담으로

완벽한 법리를 구성합니다. 권익보호와 인권침해 방지

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약 상담센터

마약전담변호사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동행하

며, 책임감을 갖고 변호합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

사와 마약 전담팀을 구성하여 정곡을 찌르는 진술 변론

과 탁월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 전담센터

개인,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수만 건의 컨설팅 경험을 겸비한 전문변리사가 1대1로

상담합니다. 전문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차별화된 컨설

팅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혼·가사 상담센터

가사전문변호사의 수많은 승소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

로 이혼, 가사 문제에 대하여 최적의 해법을 제시합니

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상속 상담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상속법 특별연수를 이수한 가사전문변

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1대1로 밀

착 담당하고,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선임 후

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관리합니다.

회생·파산 상담센터

모든 상담과 결제, 접수, 보정처리 등을 도산전문변호사

가 직접 책임 관리합니다. 기각되는 경우는 수임료 환불

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잃어버린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드립니다.

부동산·민사 상담센터

민사 · 부동산 사건은 누구에게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인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분야별 변

호사, 변리사, 세무사의 즉각적 협업으로 문제 해결을 위

한 명쾌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법인등기 상담센터

16년 이상 기업 고객의 크고 작은 법적 문제를 해결해

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법인설립부터 변경등기까

지 맞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안전하고 신뢰 높은  법

인등기 업무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편소송 지원센터

일상, 비니지스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작성 등 법률문서를 온라인으로 빠르

고 저렴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20년

노하우의 민사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십시오. 

지식재산권 분쟁 전담센터

국내 5대 로펌에서 지식재산 사건을 담당했던 변리사

출신 변호사와 지식재산권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변호사, 변리사의 즉각적인 협업이 가능하며, 차

별화된 최적의 고품질 전문 서비스로 앞장섭니다.

기업법무 상담센터

테헤란 기업전담센터는 법무법인, 특허법인, 세무회계

와의 협업을 통해 각 업종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드

리고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을 알면 분쟁 해결의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딱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음주운전 구제 상담센터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 사건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 민사·형사 전문변호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맥을 정확히 짚어, 끝끝내 승소합

니다. 두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증명합니다.

세무·회계 상담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대표세무사가 직접 상담합

니다. 여러 업종의 맞춤 세무기장을 통해 절세 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신설되는 업종 및 업종코드 정보

를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개명 상담센터

테헤란은 미비한 이유로 고민하시는 의뢰인들도 허가

가 날 수 있게 다양한 샘플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또

한 변호사 직접 관리로 타당한 근거가 밑바탕 되어 있

는가를 반드시 체크하여 허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상담센터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성범죄는 고소장과 피

해자의 첫 경찰조사가 사건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초반 진행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17 18



Crim inal Defense  형사 상담센터
형사사건은 사건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테헤란 형사 상담센터는 20년 경력의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16년 경력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특화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밀착변호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현재까지 형사특화팀의 압도적인 승률은 결과로 증명하였습니다.

<  전문분야 등록증서 [ 분야 : 형사 ] _ 이동간 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1:1 직접상담 및 맞춤 법률컨설팅

·  형사상담팀 구성 책임관리·변론 및 동행

·  전략적 대응을 통한 최적의 법률서비스

·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1668-2027

IP L itigation  지식재산권 분쟁 전담센터
테헤란 지식재산권 분쟁 전담센터는 소송의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이수학 변호사와

지식재산권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자문, 민 · 형사상 소송 등 전문적인 지식과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분야별 변리사와 변호사의 협업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촉장 _ 이수학 변호사

·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1:1 직접상담

·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촉

· 출원부터 분쟁/소송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

· 특허법인 테헤란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1800-5165

Fam ily Disputes  이혼 상담센터
테헤란 이혼 · 가사 상담센터는 국제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소송 등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실력으로

압도적인 승소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와 이혼 · 가사 특화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시하여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  전문분야 등록증서 [ 분야 : 가사 ]

· 가사법전문변호사 1:1 직접상담 및 맞춤 컨설팅

· 소송 중 변호사/담당 전문인력 직접 소통

· 다수의 이혼소송 수임을 통한 축적된 노하우

· 부담없는 변호사 수임료

1544-6720

Gen er al Civil Disputes  부동산·민사 상담센터
테헤란 민사 · 부동산 상담센터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분쟁으로 명확한 해결책이 없고, 결과없는 싸움으로

답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민사 · 부동산 상담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를 축적해오며,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합의, 소송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구상하여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합의, 소송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구상하여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합의대행/재판,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원스톱 솔루션

· 의뢰인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임료

·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 및 밀착 변호

· 보전처분/강제집행까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166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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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habil itation · Bankruptcy  회생·파산 상담센터

도산전문변호사의 책임 관리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회생 · 파산 특화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150여 건 이상의 사건 처리를 통해서 모든 의뢰인의 사례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사무장이 아닌 전문변호사와

내부 전담 인력으로만 직접 사건 처리를 진행합니다.

최저 수준의 수임료, 기각시 환불, 수임료 분납 등최저 수준의 수임료, 기각시 환불, 수임료 분납 등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분야 등록증서 [ 분야 : 도산 ]

· 도산전문변호사의 의뢰인 1:1 직접상담

· 국내 변호사 수임료 최저가 및 분납가능

· 진행현황 신속보고 및 지속적인 소통

· 회생 전담 팀 구성 및 고객 맞춤 책임관리

1688-3681

 IP L icensing  특허·상표·디자인 전담센터

업무사례

39,000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상표

등록률 98%

16년 이상 경력의 백상희 변리사와 변리사 출신 이수학 변호사를 필두로 

특허 · 상표 · 디자인 분야별 변리사 및 상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지식재산권에 대한 수만 건 이상의 컨설팅 

경험으로 98%의 압도적인 등록률과 업무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상담,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상담,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

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강력한 권리 획득을 자신합니다.

<   표1 : 총 사건 처리 수 [ 2009 ~ 2021년 백상희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지정된 건 수 ]

·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리사 1:1 맞춤형 직접상담

· 지식재산 전문 변리사가 직접 무료 등록 가능성 검토

· 개인/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만을 위한 시스템

· 추가 비용이 없는 정액제를 통한 합리적인 비용

1800-8230

Sex Crim e  성범죄 상담센터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담당할 

변호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테헤란 전담센터는 20년 경력의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16년 경력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성범죄사건 특화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고 치밀한 사건 분석과 증거수집 능력, 심도깊은 1대1 상담을 통해철저하고 치밀한 사건 분석과 증거수집 능력, 심도깊은 1대1 상담을 통해

해결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완벽한 법리를 구성합니다.

<  전문분야 등록증서 [ 분야 : 형사 ] _ 이수학 변호사

· 성범죄전담팀 구성 단계별 맞춤 솔루션 및 노하우 제공

· 성범죄전담변호사 1:1 비밀보장 직접상담

·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을 통한 검증된 실력 

· 의뢰인,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

1800-9504

Drug Crim e  마약 상담센터
마약범죄는 마약사건 단속 강화로 인하여 초범이라도 적발되면 실형 선고가 내려지며,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지 형사사건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보다 마약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사건 진행에 매우 유리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서 마약 전담 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동행하며, 책임감을 갖고 변호합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마약특화팀을 구성하여

정곡을 찌르는 진술 변론과 탁월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마약 전담팀의 압도적인 성과는 결과로 증명하였습니다.현재까지 마약 전담팀의 압도적인 성과는 결과로 증명하였습니다.

· 상담부터 조사참여 및 재판까지 전담 변호사 직접동행

· 마약전담팀 구성 치밀한 법리분석과 진술정리

·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체계적 방어책 제시

· 각 사건에 따른 적합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166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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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 ate R egistr ation  법인등기 상담센터 
대표 변호사/세무사/변리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세무회계, 특허법인의 장점을 결합한 특화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법인등기절차의 단점을 보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안전한 법인등기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대표님의 사업체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대표님의 상황, 시간,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번 다른 해법을 찾고 있으며 등기 완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 합리적인 비용, 신속한 절차, 철저한 사후관리

· 대표 변호사/세무사/변리사 직접 총괄 진행

·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의 합작 솔루션 제시

· 법인 발전에 필요한 투자계약서 자문/작성대행

1668-1618

Fam ily, Trusts & Estates L itigation  상속 상담센터

누구나 겪게 되는 상속 문제는 구성원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간혹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상속 상담센터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운영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하여 고지하고

무방문 수임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  전문분야 등록증서 [ 분야 : 가사 ]

· 가사법전문변호사 1:1 상담 

· 수임 후 맞춤 전담팀 구성 

· 철저한 준비로 세심한 변론 

· 사건별 합리적 수임료

1544-6720

Tax Accounting  세무회계 테헤란
서혁진 대표 세무사를 중심으로 종합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맞춤 세무기장을 통해서 타사 대비 20% 높은 절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신규 업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세무서비스가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세무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과 APP 기반으로 진행되는 세무기장은

빠르고 편리하게 자료를 전달하고, 언제든지 진행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빠르고 편리하게 자료를 전달하고, 언제든지 진행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각 특성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10년 후에도 선택받을 수 있는 세무서비스를 약속합니다.

· 유튜버·카페·학원·프리랜서 등 업종 맞춤 절세 플랜 제공

· 서혁진 대표 세무사 직접 상담 및 총괄

· 법무법인 특허법인과 함께 종합기업서비스 제공

· 합리적인 비용, 신속한 절차,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1668-1868

Drunk Driving  음주운전구제 상담센터
10년 이상 경력의 민·형사 전문 변호사의 직접 관리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교통범죄 특화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각종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요함과 전문성,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다년간의 사건해결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단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파고들어 반드시 해결합니다.

<  전문분야 등록증서 [ 분야 : 형사 ]

· 진행현황 신속보고·관리 및 지속적인 소통

· 365일, 전국 어디든 가능여부 즉시판단

· 음주운전 행정심판 진행 시, 형사대응 가이드 제공

· 선임비 부담 최소화로 의뢰인 맞춤 진행

1668-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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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Docum ents  간편소송 지원센터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는 소송비용과 시간 부담스러운신 분들을 위해 소송 전 분쟁해결을 돕습니다.
 

50% 저렴한 비용으로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 계약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서면 작성, 고소장 작성 등을 도와드립니다.
 

15년 이상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 민사상담팀의 노하우를 공유드리겠습니다.

· 비대면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 50% 저렴한 합리적 수임료로 비용부담을 낮춤

· 소송 전 빠른 분쟁 해결 

· 승소를 위한 노하우 공유

1668-2602

corpor ate  기업법무 상담센터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는 오로지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설립한 특화센터로서,

변리사·변호사·세무사·가맹거래사를 포함한 200여명의 전문 법률스탭이 각 고객사별 TF를 구성,

여러분 사업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이슈에 대한 법적인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뒤에 이를 해결하려 하면, 차선의 결과밖에는 얻을 수 없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테헤란이 그 시작점에 함께 서드리겠습니다.

· 업종 특화 법률 컨설팅 제공

· 모든 고객사에 개별 TF팀 구성(변호사, 스탭)

· 특허법인/세무회계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 개별 패키징 서비스로 필요한 업무만 선택 가능

1668-3156

sex Crim e Victims  피해자 상담센터
테헤란 피해자상담센터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조력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변호와 가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완전히 다른 영역 입니다.

수 많은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을 통해 개개인의 피해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성범죄피해자전담 변호사

· 사건별 합리적 수임료 1668-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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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서비스
만족대상
수상

테헤란 그룹은 2020, 2021년도에 이어

2022 소비자 서비스 만족대상에서 변호

사/변리사/세무사 부문 수상을 하며 3년

연속 수상을 기록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앞

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법률 조력자의 역할

을 충실히 임할 계획이며 항상 소비자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관점에서 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GDWEB
DESIGN
AWARDS
WINNERPRIZE

고객의 편의와 심미성을 고려한 테헤란 홈페이지가

국내 최초 우수 디자인 사이트 GDWEB 심사를 통해

WINNERPRIZE를 수상하였습니다.

테헤란은
공감합니다.
어려운 고민 끝에 연락 주신

소중한 마음과 뜻,

그 무게의 막중함을 절대 잊지 않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fo
r c
l ie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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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  Seoul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대치동 890-16)
분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다봉빌딩 5층 (대치동 890-15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200미터 직진, 1층 대신증권 건물 9층

지하철

간선  146, 333, 341, 360, 740, N13, N61  선릉역 정류장 하차

광역  7007, 8001, 9303, 9414  선릉역 정류장 하차

직행  1100, 1700, 2000, 2000-1  선릉역 정류장 하차

버스

대신증권 건물 후문 방문주차 가능

자차

법무법인

1668-4636

02-6499-3678

shlee@thrlaw.co.kr

특허법인

1800-8230

02-2038-0879

bsh@thrlaw.co.kr

세무회계

1668-1868

02-6918-0851

tax@thrlaw.co.kr

수원 지사  Suwon

대전 지사  Dajeon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한화생명둔산사옥 11층 1101호

전화 1668-5130  팩스 02-6499-3678 

이메일 shlee@thrlaw.co.kr

1호선 정부청사역 2번 출구에서 267m 직진

부산 지사  Busan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7층

전화 1668-1728  팩스 02-6499-3678 

이메일 shlee@thrlaw.co.kr

동해선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80m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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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그룹

법무법인 테헤란 ｜ 특허법인 테헤란 ｜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변호사·변리사·세무사 : 이수학, 백상희, 서혁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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