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NELSON MULLINS RILEY & SCARBOROUGH LLP - CONFIDENTIAL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ast success does not indicate the likelihood of success in any future legal representation. 

신우진
어브 카운슬 변호사

101 Constitution Avenue, NW

Suite 900 

Washington, D.C., 20001  

T 202.689.2923 

F 202.689.2860 

M 703.343.6793 

M 010-6342-6793

woojin.shin@nelsonmullins.com 

신우진 변호사는 Nelson Mullins Riley & Scarborough LLP 의 

워싱턴 디씨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업법, 금융 

관련법 및 각종 산업규제 관련 전문가입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자동차, 방위, 소비재 산업 분야의 한국기업들을 

위한 법률서비스에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우진 

변호사는 한국의 기업문화와 조직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클라이언트들에게 발생하는 복잡한 해외 

법률이슈에 대한 창의적이며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우진 변호사는 한국의 기업 및 정부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무역정책과 산업규제 관련 

대관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클라이언트의 기업문화와 조직목표에 적합한 전략적이며 

효과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우진 변호사는 과거 다국적 금융기관 한국 자회사의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해당 회사의 노사협의회에서 선출직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약 2 년 6 개월간의 

군복무를 대한민국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마쳤습니다. 

학력

에모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D  

한국외국어대학교, BA  

변호사 자격 

워싱턴 디씨

뉴욕 주

버지니아 주

주요 업무분야 

국제 업무

기업 & 증권

에너지 산업

한국 관련 업무

대정부 관계

방위 산업

https://www.nelsonmullins.com/capabilities/international
https://www.nelsonmullins.com/capabilities/corporate_and_securities
https://www.nelsonmullins.com/capabilities/energy
https://www.nelsonmullins.com/capabilities/korea
https://www.nelsonmullins.com/capabilities/government_relations
https://www.nelsonmullins.com/capabilities/defense_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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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다음 사항들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이며, 

과거의 성공사례가 미래의 성공적인 법률대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은행지주회사의 캘리포니아 소재 은행 인수 자문 

●한국 대기업의 미국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자문 

●한국 전력회사의 미국 및 카리브 해 소재 다수의 신규 및 

기존 전력 프로젝트 관련 자문 

●한국 전력회사의 미국 내 6 개 신재생발전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한국 에너지기업의 지적재산권 소송 대리 

●한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한 미국정부의 부패방지법 (U.S.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관련 조사 자문 및 대리 

●한국 자동차기업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 판매법인 설립 자문 

●한국 정부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미국 연방 및 주 정부 

대관업무 자문 

●한국 전자회사의 전략적 합작사 설립 자문 

언어 

●영어 

●한국어 

협회활동 

● 국제 한인변호사 협회 

● 워싱턴 디씨 변호사 협회 

● 뉴욕 주 변호사 협회 

● 버지니아 주 변호사 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