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건섭
변호사

법무법인 트리니티 (2018-현재)
법무법인 전문 파트너 변호사 (2017-2018)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2010-2017)
군법무관 (2007-2010)

경력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 2015-2016)
사법연수원 (제35기)
아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학력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2021.8.-현재)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2019.6.-현재)
서울중소기업벤처기업청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법률전문위원(2018.4.-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위원(2018.7.-2018.12.)
한양대학교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전문가 과정 수료(2017.9.-17.12.)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전문가 과정 7기 수료(2017.9.-2017.11.)
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등록(2017.8)
숙명여대 공정거래전문가 과정 수료(2012.3.-2012.5.)
미국 뉴욕 주 변호사(Admission Pending)
변호사 (대한민국)

자격 / 활동

gunsup.shim@trinitylegal.co.kr

기업법무일반, 공정거래, 민사, 형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9 4F (삼성동,청림빌딩)  
Tel. 02-584-7007  l  FAX. 02-584-7008

주요 강의 경력
법무부 상사법무과 법무관 대상 공정거래 교육 (2019.11.)
산업안전보건공단 신입직원 상대 공정거래 교육 (2019.8.)
경동나비엔 하도급 교육 (2019.1.)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주체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 교육 (2018.12)
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 교육(2018.2.) (2018.12.) (2020.8.)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하도급법 교육 (2018.11.)
롯데제과 하도급법 교육 (2018.9.)
공정경쟁연합회 가맹사업법 위반업체 교육 (2018.4.)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교육 (2018.2. / 3.)
유진기업 공정거래관련 제반 법률 교육 (2018.2.)
대동공업 대리점법 교육 (2017.12.)



주요 업무 사례
유명 통신사, 유명 제약사 등의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률 자문
유명 제약사, 한전의 발전5개 자회사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관련 법률 자문
외국계 유명 의료기기 제조사, 국내 대기업 의료기기 제조사, 유명 통신사 등의 기망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고객유인(리베이트) 관련 법률 자문
국내 유명 건설사 P사, D사, S사, 유명 두유회사 J사,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 A사, 
유명 부탄가스 회사 T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 및 자진신고(리니언시) 
관련 법률 자문
유명 생활용품 대기업,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가맹) 기업 등의 가맹계약서 검토 등 가맹 
관련 자문
유명 광고회사, 유명 SI전문 기업, 유명 게임회사 등의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관련 
자문
건설회사들의 분양광고 등 각종 광고행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자문
글로벌 호텔 및 항공편 예약 전문사이트 회사 등의 통신판매업 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관련 자문
글로벌 타이어 회사, 유명 주방용품 기업, 유명 침대기업 등의 대리점 계약서 검토 등 
대리점법 관련 법률 자문
유명 호텔기업, 유명 우유회사 등의 불공정 약관 등 약관규제법 관련 법률 자문
유명 정수기 기업, 화장품 기업 등의 후원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등 방문판매법 관련 
자문
국내 유명 SI 기업, 유명 건설회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제재) 사건 관련 자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법률 자문
유명 건설회사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담합) 사건 형사 대응 업무
유명 보험회사, 유명 제약사 등을 상대로 담합, 거래거절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피소 사건 대응 업무
유명 섬유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대응 업무
스타트 기업의 경쟁회사사의 상품 모방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대응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