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 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고객과 사회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목표로  

대형 로펌, 법원 등에서 근무한 경험 있는 변호사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지 ‘디캠프(D.Camp)’에 둥지를 틀었고,  

산업계의 빠른 발전에 발맞추어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고객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산업의 프론티어에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고객과 함께 하였습니다. 

고객의 어려움이 있는 치열한 고민의 현장에,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땀 흘리는 노력의 현장에,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산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를 양성해 왔습니다. 빠르게 기술을 

이해하고 시장과 규제 환경을 분석하
여, 법적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
객들이 위험을 최소화

하여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
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문제의 해결에 집중합니
다.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지 않으며 경

험을 과신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의 해결

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장
애물을 하나씩 넘어가

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을 이해하다

고객과 통하다

문제를 해결하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고객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의 과제로 삼습니다. 정직하고 격의 없

는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뢰가 없이는 어려움

을 함께 나눌 수 없고, 어려
움을 나눌 수 없다면 온

전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기 때

문입니다.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법률 서비스는 개별 산업에 기반을 두며, 

산업에 대한 이해, 지식, 경험 등을 토대로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프론티어 산업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CT·AI·빅데이터
-
블록체인 & ICO·STO
-
엔터테인먼트(게임·영화·음악)
-
헬스케어(제약·바이오·의료)
-
핀테크
-
모빌리티(자동차·항공·드론)
-
에너지·환경



법률분야 Ⅰ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기업법무에 대한 자문에서 복잡한 소송까지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나 지적재산권(IP), 복잡한 구조의 거래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Technology M&A, PEF,  

스타트업/VC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IP)
-
기업법무·Technology M&A
-
스타트업·VC
-
PEF/기업금융
-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소송
-
국제 분쟁 및 거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산업의 필요에 맞추어,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법률 분야를 개척해 왔습니다.  

법률 분야에서의 혁신을 만들어 가기 위해  

늘 시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법률분야 Ⅱ

개인정보
-
컴플라이언스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
중국·동남아시아
-
북한
-
출입국·국적·이민 



공익(사회적 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익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장애인을 위한 기술/디자인  
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 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  
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 
(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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