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무
대표변호사
ymshin@snlplaw.com

경력요약
한국 최초로 서구식 파트너쉽제도를 도입한 법무법인 세종과 법률사무소 S&L Partners의 설립변호사인 신영무 대표변호사는 국내
법률가 중 최초로 증권거래법을 전공하여 미국 Yale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후 귀국하여 특히 우리나라 증권관계법의 개선 선진
화에 기여하고 1981부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4단계 개방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최초로 행해진 모든 중요거래(예, 코리아 펀드 등
의 설립, 운영·삼성전자의 해외 CB의 발행 및 삼성전자, POSCO의 해외 주식 발행 및 뉴욕증시 직상장 등)와 관련하여 고문변호사로
중요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신영무 대표변호사는 한국과 뉴욕의 변호사 자격(대한민국 변호사 최초의 뉴욕 주 변호사)을 소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고객들을
대리하여 국제투자 및 M&A, 공정거래, 기술도입, 각종금융거래, 자본확충 및 구조조정 관련 거래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기업지배구
조 관련 사안들에 대하여 많은 기업들에 자문을 제공하여 왔으며,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에는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한국 정부
의 기업지배구조개혁 프로젝트와 통합 도산법 개정안 마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신영무 대표변호사는 국무총리 정책 자문위원, 자본시장 자유화 심의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증권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
상공부 통상정책자문위원 및 한일은행, 현대자동차, 엘지화재해상보험, 현대투자신탁증권, 한국담배인삼공사, 제일제당, 일신문화재
단, 삼성언론재단, 금호문화재단, 엘지복지재단, 삼성꿈장학재단, 일신방직,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등의 사외이사, 감
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변협 인권재단, 한솔문화재단, 두을장학재단, 서울평화상문화재단 등의 이사 또는 감사로 활동 중입
니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2011-2013년)와 환태평양변호사협회(2013-2014)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3년에는 서울국제중
재센터(Seoul IDRC) 설립 등을 통하여 국제중재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위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신영무 대표변호사는 주요 사회현안에 관한 법률전문가의 목소리로 올바른 법치주의 확립을 추구하고, 소외된 계층을 보듬는 등
대한민국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온 점을 인정받아 ‘제51회 법의 날(2014년)’을 기념하여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수상
하였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금융, 증권, 기업자문, 국제중재

학력
1963

서울고등학교

196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70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졸업(법학석사)

1976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석사 – LL.M)

1977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박사–JSD)

주요경력
1968

제9회 사법시험 합격

1973 - 1975

대전지방법원 판사

1975 - 1977

미국무성 Fulbright 장학금으로 Yale Law School에 유학

1978 - 1980

미국 뉴욕 소재 국제법률사무소인 Coudert Brothers 근무 : 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회
사들 및 금융기관들의 사업 및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의 자문, 특히 국제상사거래, 계약, 기
술도입, 무역 Claim, 해외건설, 국제금융, 선박건조 및 판매대리인(점) 계약, 독점금지법, 회사의 합병
인수 및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경험

1981 - 2010

법무법인 세종(SHIN&KIM)설립·대표변호사(Founding Partner)

1989 - 1998

보험감독위원회 위원

1993 - 1998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1994 - 1994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

1994 - 1997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1996 - 2005

한국중재인협회 부회장

1999 - 2000

국무총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4 - 2016

한미재계회의 위원

2006 - 2008

경찰청집회자문위원회 위원장

2009 - 2010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원장

2011-201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2011 - 2013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2011 - 2013

통일고문

2012 - 201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총동창회장

2013 - 2015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DRC) 이사장

2015 - 2016

국민대통합위원회 제3기 위원

2014 - 현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2014 - 현재

에스앤엘 파트너스 (전 법률사무소 신&박) 대표변호사

국외사회활동
1995 - 2005

세계변호사협회(IBA) 아시아지역 Committee Q5 공동의장

1997 - 현재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의회 의원(Council Member)

1998 - 1999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금융기관 및 거래 위원회(Financial Institutions and Transactions
Committee) 위원장

1999 - 2001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회원위원회(Membership Committee) 위원장

2006 - 2010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한국위원회 회장

2011 - 2013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부회장

2011

LAWASIA 서울 총회 개최

2012 - 2015

세계변호사협회(IBA) 의회 의원(Council Member)

2013 - 2014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내부자거래와 민사상책임 (상사법연구 8권, 1990)
국제연합국제물품매매협약상 손해배상의무의 내용과 한계 (상사법연구 7권, 1989)
내부자 거래 규제의 동향 - 미국법을 중심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1988)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관계법 개요 (유기천 박사 고희 기념 논문집, 1988)
미국 통상 관계법상 미국 산업의 피해에 대한 고찰 (임원택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1988)
법정 외 활동면에서의 職域拡大方向 (대한변호사협회지 143호 1988)
자본자유화에 대비한 관계법제의 보완 (상장협 1988년 춘계호, 1987)
證券去來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Regulations of Proxy Solicitation (정희철 교수 회갑논문집, 1979)
Regulations of Disclosure and Insider Trading in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1981)
Regulations of Takeover Bids (Business Law in Korea ed. Chan-Jin Kim, 1982)
Securities Regulations in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3)

수상/외부평가
자랑스런 서울인상(2011)
국민훈장 무궁화장(2014)
자랑스런 서울법대인상(2017)

자격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1970)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1980)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뉴욕주 변호사협회
미국연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아시아변리사회
국제지적재산권보호협회

한국증권법학회

언어
한국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