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뻬뻴랴예프그룹

► 러시아의 대표 로펌

► 비지니스를 위한 모든 업무분야에서의 서비스

► 160명 이상의 변호사 보유

► 5개 사무소:모스크바,상트-뻬쩨르부르그, 끄라스노야르스크,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 1,000 여개 이상의 다양한 고객사들

► 60%이상의 고객사는 러시아에 장기 투자 중인 다국적 기업

► Lawyer이 평가한 러시아, CIS국가 최고의 로펌

► AmCham이 평가한 중소기업 범주 내에서 올해의 회사

► International Tax Review가 평가한 에너지 분야에서 올해의 유럽 세무 거래팀으로 선정

“우리의 니즈를 매우 주의깊게 들어
줍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쉽게 소통
할 수 있으며 이를 연유로 좋은 성과
를얻을수있습니다"
Chambers Europe, 2014

* 뻬뻴랴예프 그룹과 Russian&Vecchi업무제휴에 따른 연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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뻬뻴랴예프그룹은러시아전지역, CIS 국가들과해외에위
치한고객들에법적지원을제공합니다

► CIS 지역 대표 변호사, 로펌과의 파트
너십

► 유럽, 미국 대표 로펌들과의 실무 관
계 형성

► 5개 사무소: 모스크바, 상트-뻬쩨르부
르그, 끄라스노야르스크, 블라디보스
톡, 사할린

► 한국 전담 팀 보유

► 국제 로펌 협회와 세무 컨설팅 협회
의 회원사:

▼ Taxand

▼ TerraLex

전세계적범위법적지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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뻬뻴랴예프그룹은러시아대표로펌입니다.

뻬뻴랴예프그룹

«뻬뻴랴예프 그룹»은 2002년 1월에 설립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전문인력으로
는 21명의 파트너와 16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고, 러시아의 5개 전략 거
점인 '모스크바'(본사), '상트-뻬쩨르부르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블라디보스톡', '사할린'에 사
무소를 두고 있는 러시아 대표 로펌입니다.

«뻬뻴랴예프 그룹»의 지난 십 수년 동안 주요 구성원들의 고객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
적인 연구를 통해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러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 120
여 국가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법률 이슈들에 대해서도 200여 개의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하여
신뢰할 만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뻬뻴랴예프 그룹»은 전세계 100여 개국 160여 개의 선도로펌들로 구성된 «TerraLex»에
회원사로 참여하고, 동시에 전세계 50여 개국의 글로벌 세무 전문기관들로 구성된 «Taxand»
의 러시아 대표로 활동하며 글로벌 로펌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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뻬뻴랴예프그룹은러시아대표로펌입니다.

뻬뻴랴예프그룹

«뻬뻴랴예프 그룹»은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KEB 등 러시아에 이미 진출한 한국의 주요 기업
을 포함하여 약 1500 여 개의 고정 고객사를 두고 있으며, 고객사의 약 60%는 글로벌 기업들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뻬뻴랴예프 그룹»은 러시아내에서의 각종 소송 사건에 있어 승소률이 96%라는 경이적인 송
무 성과를 내고 있으며, 민법, 세법, 토지법, 지적재산권법, 관세법 등 50여 개의 러시아의 주요
연방법과 지방법률의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러시아 법제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뻬뻴랴예프 그룹»은 글로벌 평가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 Legal 
500, PLC Which Lawyer, IFLR, World Tax 등으로부터 매년 러시아 및 CIS 지역 최고의 로펌
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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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팀(Korean Desk)은한국기업들과함께합니다.

한국팀 (Korean Desk) 

«뻬뻴랴예프 그룹» 한국팀(Korean Desk)은 한국기업과 관련한 모든 러시아 및 CIS 법률 문
제들에 대해 사안별 전문팀과 공동 자문팀을 구성하고 한국팀(Korean Desk)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한국계 고객의 업무적 편이성과 신뢰감을 높이고 업무의 완성도를 배가하는 역
할을 하고 있습니다.

«뻬뻴랴예프그룹»한국팀(Korean Desk)은 정노중파트너변호사가총괄합니다. 
정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90학번), 2006년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모스크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러시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뻬뻴랴예프 그룹»에 합류하
기 이전까지 법무법인 세종에서 파트너로 근무한 바 있는 14년 경력의 러시아변호사로, 현
재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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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팀(Korean Desk)은한국기업들과함께합니다.

한국팀 (Korean Desk) 

«뻬뻴랴예프 그룹» 한국팀(Korean Desk)의 자문 분야는 전략적인 투자지 선택, 절세 방안 모
색, 합작투자의 구조 및 Exit방안 마련과 같은 투자 기획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를 포함하여 다
음의 업무 분야에서 전문팀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기업법무,  M&A, 기업의 구조조정 및 파산,
세법 및 세무 분쟁, 반독점 및 공정거래, 관세 및 대외무역규제, 
부동산 및 건설, 의료 및 헬스케어,  금융 및 보험,  지적재산권,  노동 및 이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위험으로부터 기업 및 경영인 보호, 
각종 소송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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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중
파트너, 한국팀장,
모스크바 변호사 협회 회원,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인, 법학석사

nc.cheong@pgplaw.ru

뻬뻴랴예프그룹 한국팀은 정노중변호사가 총괄하고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국제 계약,국가 간 투자,기업, M&A, 국제 분쟁조정 등에 관한 남북한법과 러시아법에 13년
이상의 경력을보유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러시아에서 국제 상사 분쟁, 국제 특허 분쟁과 강제 집행 소송들에 대해 경이적인 성과를 내
었습니다.또한 Chambers Global 2014는 정변호사를 기업/M&A분야를 대표하는 변호사로 선정하였습니
다.
정 변호사는 1997년 성균관 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90학번) 2001년 모스크바 법학 전문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취득하였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모스크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모스크바 변호사 회원이 되었습니다. 뻬뻴랴
예프 그룹에합류하기 전 한국 대표법인들인 ‘SHIN&KIM’과 ‘LOGOS’에서파트너로 근무하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2013년부터대한상사중재원의국제 중재인으로도근무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한국어,러시아어,영어와 중국어를유창하게 구사합니다.

한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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뻬뻴랴예프그룹의상트-뻬쩨르부르그사무소는북서연방지방의법률시
장을대표합니다.주요외국및러시아기업의일반법률문제해결부터주
요프로젝트를지원하는등전반적인분야에서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뻬뻴랴예프그룹상트-뻬쩨르부르그사무
소

우리의 광범위한 협력 및 국제 조직으로 인해서 발틱 연안의
국가들과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포함하여 상트 뻬쩨르부르그와
북서 연방 지역의 주요 도시들에 고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뻬
뻴랴예프 그룹의 상트-뻬쩨르부르그 사무소는 레닌그라드 주,
깔리닌그라드,아르한겔스크,무르만스크,볼로그다,노브고로드
와 프스코프 지역, 네네츠 자치구 및 까렐리야 공화국 등 러시아
북서부 지역을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트-뻬쩨르부르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Chambers Europe,
The Legal500, and The Best Lawyers 등의 기관에서실시한평가
에서 러시아대표 기업 및 세금 변호사들로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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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게이스파센노프
(Sergey Spasennov) 
파트너, 뻬뻴랴예프그룹 상트-뻬쩨르부르그사무소대표

s.spasennov@pgplaw.ru

세르게이 스파센노프는 뻬뻴랴예프 그룹 상트-뻬쩨르부르그 사무소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M&A, 러
시아/외국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주요 프로젝트들을 관리합니다. 또한 주요 산업 및 인프라 산업, 부동산
거래에 대한자문 지원을 합니다.
세르게이 스파센노프는 기업, 반독점, 노동 및 세관 법 등에 관련한 복잡한 사건을 해결한 많은 경험을 가지
고 있으며,반독점 기관,사법당국 등 모든 협상에서본인의 고객들을 대변합니다.
세르게이스파센노프는 상트-뻬쩨르부르그국립 대학교 법대를졸업하였습니다.
뻬뻴랴예프 그룹 상트-뻬쩨르부르그 사무소의 대표로 합류 전, Caterpillar사에서 법무팀장으로 재직했습니
다.
몇 년 간, 세르게이 스파센노프는 The Best Lawyers 2011-2013, Chambers Europe 2009-2013, European
Legal Experts Guide 2009 – 2013, and The European Legal 500 Guide 등이 선정한 M&A와 기업법 분야에
서 러시아 최고전문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세르게이 스파센노프는 러시아 북서지역에서의 SPIBA(상트-뻬쩨르부르그 국제 비즈
니스 협회)집행위원회의 집행 위원입니다.여기서 협회 활동의전략적 경영에 참여하고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세르게이 스파센노프는 미국 상공회의소, 러시아-영국 상공회의소, 노르웨이 상공회의소 등이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며, 또한 아담 스미스 컨퍼런스, C5 회의, 국제 로펌 회의
(TerraLex)등에도 참여합니다.

뻬뻴랴예프그룹상트-뻬쩨르부르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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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라스노야르스크에위치한뻬뻴랴예프그룹의시베리아사무소는러시
아 기업 및 외국 기업의 일상적 법률 문제 해결부터 큰 규모의 프로젝트
지원까지포괄적인범위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뻬뻴랴예프그룹시베리아사무소

뻬뻴랴예프 그룹의 시베리아 사무소에서는 지역 내에서의 법령의 여러 분야에 대해 깊이있
는 전문 지식을 보유한 최고의 변호사들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돈을 중
히 여기고 고객사의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뻬뻴랴예프 그룹 시베리아 사무실은 끄라스
노야르스크 주, 알타이 공화국, 부랴트 공화국,
투바 공화국, 하카시야 공화국, 이루크츠크 주,
께메로보 주, 옴스크 주 및 톰스크 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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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르 리센코
(Egor Lysenko)
뻬뻴랴예프그룹 시베리아 사무소대표

e.lysenko@pgplaw.ru

예고르 리센코는 뻬뻴랴예프 그룹 시베리아 사무소의 대표입니다. 그는 세법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
며,세무 당국을포함한조세 분쟁해결에정통합니다.
예고르 리센코는 세법과 민법을 전담합니다. 주요 러시아 기업 및 외국 기업의 공학, 채굴 및 가공 분야에 대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지원에 대해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금융, 행정 법률 등의 문제에관해서
도 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고르 리센코는 또한 세무 당국및 상업(중재) 법정에서 고객들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
폭넓은경험 역시지니고있습니다.
예고르 리센코의 변호사팀은 세법 및 상법, 행정법적 문제를 처리하며 법정 소송, 기업 파산 시 야기되는 토지, 건설
및 부동산문제와관련하여시베리아에위치한사업체에폭넓은법률 지원을하고있습니다.
예고르 리센코는 끄라스노야르스크 국립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법학, 회계 및 경제학 및 자연 과학(물리)에 대한 학위
를 소지하고있습니다.
뻬뻴랴예프 그룹 합류 전 시베리아 감사 회사에서 근무하며 Krasnoyarskaya GES사와 Krasenergo사의 재무팀을 비
롯한 다양한 기업의 세무 문제에 대해 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변호사 협회(끄라스노야르스크 지부)의
회원입니다.
예고르 리센코는 ‘EZh Jurist’, ‘Nalogoved’, ‘Tax Disputes’ and ‘Business and Law’ 등의 정기 간행물에 실린 수많은
기사와 출판물의 저자 및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타임즈, 유럽 비즈니스 협회, ‘Nalogoved”지에
서 조직한권위있는컨퍼런스에연사로참여하고있습니다.

뻬뻴랴예프그룹시베리아사무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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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적인 로펌인 뻬뻴랴예프 그룹과 Russian&Vecchi 사는 극동지역과 연해
주지방의고객에대해법적지원에관하여전략적제휴관계를맺었습니다.

뻬뻴랴예프그룹과 Russin & Vecchi사의업무제
휴

블라디보스톡과 사할린 지역의 사무소는 뻬뻴랴예프 그룹이 고객의 니즈에 맞춰
보다 적은금액으로 전문적인법적 지원을발빠르게 실행할수 있도록 합니다.
뻬뻴랴예프 그룹과 Russian&Vecchi사는 수년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극동 지역의 사업 발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제휴해서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업무제휴의이점:

► 극동 지방으로확장된 법적실무
► 지역 법령에대한 전문적지식

► 최적화된예산
► 경험 공유
► 지식 공유

광물 자원, 교통, 건설, 관광, 의료, 제약, 통신 산업, 해양 법률, 농업 및 임업에 관
한 법률, 연료 및 전력 산업을 포함한 법률의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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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고객사

은행
& 금융권

공업분야 소비재(FMCG)

►AIG Russia (Chartis)
►Citi Bank
►Commerzbank
►Renaissance Capital
►Rosgosstrakh
►MICEX Group
►KEB

►ABB
►Volgaburmash
►Caterpillar
►Kronospan
►Lafarge
►Skamol

►British American Tobacco
►Indesit
►Kimberly-Clark
►Nike
►Oriflame
►Unilever

에너지분야 제약
& 헬스케어

금속공학&채굴

► Gazprom
► Mosenergo
► Parker Drilling Company
► Rosneft
► Sakhalin Energy
► Schlumberger

► 3 M
► Beiersdorf
► Glaxosmithkline
► Johnson & Johnson
► Novartis
► Pfizer

► Alcoa
► Basic Element
► RUSAL
► ARGUS LIMITED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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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고객사

리테일 매스미디어 운송업

► Auchan
► Zara
► Castorama
► Metro Cash & Carry
► Leroy Merlin
► Stockmann

► The Business World 
Publishing Group

► Prof-Media
► CTC Media
► Yandex

►Aeroflot
►BMW
►KIA Motors
►Nissan
►Scania
►Jaguar Land Rover
►Hyundai Motor

공공서비스 통신 & IT 외식업

► Liden & Denz
► Moscow State University
► Messe Duesseldorf
► Museums of Moscow Kremlin
► FIFA
► Cirque du Soleil

►Vimpel-Communications
►Nokia Siemens Networks
►Rostelecom
►TeliaSonera
►Orange Business Services
►ER-Telecom
►Samsung Electronics

► Danone
► Coca-Cola
► Kraft Foods
► Nestle
► Harry’s
► Tchibo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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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세무자문및세무소송

영업/M&A

분쟁해결및중재

부동산및건설

관세및대외무역규제

은행및금융법

형사처벌로부터의기업보호

업무분야

노동및이민

상표및지적재산권

행정처분으로부터의기업보
호

환경보호규제

법적해석

반독점및공정거래

개인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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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헬스케어

대륙붕개발사업

운송금융

통신

금속공학

석유, 가스채굴

하층토이용자문

소비재(FMCG)

산업분야

공공사업분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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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및세무소송

► 뻬뻴랴예프 그룹의 대표 업무

► 10명의 파트너, 90명 이상의 변호사 보유

► 대법원, 최고 중재 법원 및 러시아 연방 헌법 재판소 등 모든 법원에
있어서 기업 납세자의 법적 보호

► 러시아 내에서 세무 관련 소송 승소율 96%이상,러시아 최고 승소율

► 지난 몇 년 간 소송 및 법정 밖에서의 합의를 통해 고객들에게 50억
USE이상 배상 지원하였음

뻬뻴랴예프 그룹은 세르게이 뻬뻴랴예프 하
에서 70명이상의변호인이전문적지도를하
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세무 전담 팀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법제도의 세부
적 사항에 대한놀라운 관심과 헌신이 세르게
이 뻬뻴랴예프를 표현하는 수식어로 적당합
니다.

The Legal 500: EMEA, 2014

18



www.pgplaw.ruPEPELIAEV GROUP

업무범위

► 세금 자문

► 재정,세무 회계 관련 자문
► 세금 분쟁 해결

►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적 지
원

► 계획된 거래에 대한 세무 상황 평
가

► 세무 리스크 및 과다 지급 식별

►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자문

► 국제 조세 조약의 적용

► 이전 가격 조정

► 입법 기안 작성

► 법적 세무 현황 준비

세무자문및세무소송

“모든세무분쟁에전문적인로펌"

“세금문제에대한최고의로펌"

Chambers Europ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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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비즈니스 모델 분석, 이것이 러
시아와 해외에서의 세금에 미치는 영
향 분석, 대체 솔루션 제안

► 이자와 배당금 지급 구조 분석, 복합
적 금융 상품을 포함한, 보다 효율적
인 솔루션 제안

► 해외 파트너와 공동으로 외국 기업
세무 감사 수행, 외국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권고
초안 작성

► 합병에 대해 단계적 계획 수립, 외국
지주 회사의 사용을 포함한 인수

국제세무서비스

업무범위

이팀은복잡한소송과고도로기술적인세금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큰 경험이 풍부한 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 개정에 자주 참여하고, 따라
서법률에관해깊이있는지식을제공할수있습니다
. 에너지 분야의 고객들에게 활발한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Chambers Europ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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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게이뻬뻴랴예프
(Sergey Pepeliaev)
경영파트너,
법학박사

s.pepeliaev@pgplaw.ru

세르게이뻬뻴랴예프는과세문제,투자와법정 절차에관련하여 20년 이상의소송실무 경험을보유하고있습니다.
실무자로서 그는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중재 법원, 대법원, 러시아 헌법 재판소에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였습니
다. 전문가로서 세르게이 뻬뼬랴예프는 러시아 헌법 재판소에 수많은 사건들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며 관여하였
습니다.
세르게이 뻬뻴랴예프는 러시아 법무부 전문가 위원회의 법 집행 감시부, 기업가 권리 보장에 대한 대통령 직속 전문가
위원회,또한러시아상공 회의소의세금 부문 전문가위원회의회원입니다.
세르게이 뻬뻴랴예프는 러시아 하원(두마), 러시아 대통령 행정부, 러시아 재무부와 더불어 러시아 연방의 세법, 올림픽
게임에대한 법과이전가격법률의관련 입법기구들의수많은 문제들에관여하였습니다.
세르게이 뻬뻴랴예프는 세금,제정, 예산, 조정 절차, 천연 자원과지적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200권 이상의 저서, 가이드
라인 및논평 등을집필하였습니다.
2013년 전 러시아 변호사 협회는 세르게이 뻬뻴랴예프를 연방 변호사 회의소의 이사진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모스
크바 주 연방 변호사 회의소의 회원으로서 러시아 법조계, 사법 시스템의 발전과 관련한 국가, 공공 프로젝트에 적극적
인 역할을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뻬뻴랴예프는 크렘린 박물관 지원 기금 이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는 권위있는 법률 상인 Femida상을 수상하였
고, 또한 러시아 연방 변호사 회의소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에 대한 메달과 표도르 플례바꼬(Fyodor Plevako)
은메달을수여받았습니다.

세무자문및세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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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및세무소송

루스땀 아흐멧신
(Rustem Ahmetshin)
시니어 파트너,
법학 박사
r.ahmetshin@pgplaw.ru

안드레이 니꼬노프
(Andrey Nikonov)
시니어 파트너
a.nikonov@pgplaw.ru

발렌티나 아끼모바
(Valentina Akimova)
파트너
v.akimova@pgplaw.ru

뻬뻴랴예프 그룹은 주요 에너
지 기업과 투자자들의 중대한
많은 액수의 세금 분쟁에 있어
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
다.
The Legal 500: EMEA, 2014

월드컵을포함한다국적기업및
법인의혜택에대한러시아세법
개정지원을통해 FIFA와러시아
2018년조직위원회지원이업무
중흥미로운부분이다.
Chambers Europe, 2014

세무에 대해 최고라는 명성을
유지하는 팀이라고 알려져 있
습니다.
Chambers Europ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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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및세무소송

이반하메누쉬꼬
(Ivan Khamenushko)
시니어 파트너, 법학 박사, 국제
변호사
i.khamenushko@pgplaw.ru

안드레이 쩨레쉬첸꼬
(Andrey Tereshchenko)
파트너
a.tereschenko@pgplaw.ru

세르게이 사브세리스
(Sergey Savseris)
파트너,
법학박사
s.savseris@pgplaw.ru

안톤 니끼포로프
(Anton Nikiforov)
파트너
a.nikiforov@pgplaw.ru

마리나 이블례바
(Marina Ivlieva)
파트너,법학 박사
m.ivlieva@pgplaw.ru

마리아니꼬노바
(Maria Nikonova)
파트너,법학박사,
MВА
m.andreeva@pgplaw.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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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무분과

► 3명의 파트너와 30명의 변호사 보유

► 천만 USD에서 40억 USD에 달하는 50개 이상의 거래를 3년 이상 지원해왔음

► 러시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M&A팀 중 하나임

► 당 팀의 변호사들은 Magic Circle(영국의 대표 5개 로펌)을 포함한 국제 로펌에 근무한 경력
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 뻬뻴랴예프 그룹의 기업 분과는 Chambers Europe, The Legal 500, EMEA, PLC, Which Lawyer,
Pravo.RU-300 등 다양한 독립 기관과 국제 법률 간행물로부터 러시아 로펌의 대표적인 팀
으로 추천되고 있음

► 기업 분과는 아래와 같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됨:

영업실무
부동산 & 건설

기업실무

반독점규제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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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지미르소꼬프
(Vladimir Sokov)
선임파트너,
기업실무 분과장

v.sokov@pgplaw.ru

블라지미르 소꼬프는 기업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의 인수 합병 프로젝트, 기업법 문제에 관한 소송 절차 등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반독점 규제 등의 법률 분야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Chambers Europe 2014는 “블라지미르 소꼬프는 회
사의 기업 실무를 이끌고 10년 이상 M&A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였으며 일반 상업 및 반독점 문제를 담당하였습니다. 세
부 사항에대해 집중하며고객 중심접근 방식을가진변호사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뻬뻴랴예프 그룹 내에서 블라지미르는 기업 부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형 반독점,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 프로젝
트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블라지미르 소꼬프는 러시아 연방 반독점 기구에 대해 고객을 대변하는 프로젝
트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 관련 법 적용에 대한 소송에서 러시아 국내외 대기업들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리지미르는 현재 당 로펌이 진행중인 입법 초안 작성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
다.
블라지미르 소꼬프는 러시아의 유럽 비즈니스 협회, 주 러시아미국 상공회의소의 정회원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변호사
협회의 회원입니다. 또한 그는IFLR 1000, Pravo.ru-300, Chambers Europe, Legal 500, PLC Which Lawyer등의러시아와국
제 평가 기관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한 고객은 그를 “세부 사항에 대한 배려”와 “고객에 대한 지식”을 보유
하여 폭넓은 프로젝트 수행을 할 수 있는 변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라지미르는 또한 베도모스티(Vedomosti), 로씨스
까야 가제따(Rossiyskaya Gazeta)등의신문과법률 저널에 M&A등의기사 및 논평을싣고있습니다.
뻬뻴랴예프그룹 합류전,블라지미르소꼬프는국제로펌 Hannes Snellman의 모스크바지사에서근무하였습니다.

기업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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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무

► 기업구조조정및 기업지배구조조정

► 러시아에서사업을위한법인설립지원

► 증권분야

► 일반적활동과관련한문제에대한자문

► 포괄적프로젝트실현에대한지원

► 러시아와 외국 요소가 모두 관련되어 진행되는, 여러 관할권이 연계된

프로젝트지원

업무분야

“평균 천 오백만 USD에서 3억 USD, 최고 10억 USD의 가치
를 지닌 국가 간 거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업무를 진행하
고있습니다. ”

The 2013 IFLR 1000 Rankings for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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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꼴라이솔로도브니꼬프
(Nikolay Solodovnikov)
기업 실무 부서장

n.solodovnikov@pgplaw.ru

니꼴라이 솔로도브니꼬프는 기업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 구조 조정과
기업 지배 구조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 및 외국 고객에게 통제 강화와 리스크 완화
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니꼴라이 솔로도브니꼬프는 계약의 준비 및 이행
, 법률 실사, 법적 분석, 거래 조직화 및 거래 완료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M&A 프로
젝트를 주도하고있습니다.
니꼴라이 솔로도브니꼬프가 이끄는 기업 실무는 Chambers Europe 2012의 기업
/M&A 분야에서 높은 순위로 랭크되었으며,미디어, 제조, 소매업 분야의 거래에서
도 높은 평가를받고 있습니다.
뻬뻴랴예프 그룹 합류 전, 니꼴라이 솔로도브니꼬프는 Hannes Snellman 사의 모스
크바 사무소의수석 변호사및 부대표로 근무했습니다.

기업실무

“기업범위내에서, 당로펌은 투자프로젝트와 광물, 광산, 
석유및가스에대한심층적지식을 보유한합작투자, 식량
생산분야에대한자문을하고있습니다. ”

Chambers Europ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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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무 / M&A

► M&A관련 법률 지원 제공,자산 실사 수행
► 유통 계약, 기관 계약, 수수료 계약, 건설 계약, 임대 계약, 공급 계약,
대출 및 신용 계약이 포함된 사업 계약서 작성 및 분석, 그 결론에 대
한 협상

► 계약에 대한 첨부 서류 준비 (합격 증명서,연장 및 해지 계약 등)

업무분야

“이팀은매우신중하게고객의요구
에귀기울입니다. 변호사들과의소통
이쉬우며, 그들은기민하게해결책을
제공합니다. "

Chambers Europe, 2014

28



www.pgplaw.ruPEPELIAEV GROUP

► 계약 절차의 전개 (제품의 유통,프로젝트 파이낸싱,합작 활동,투자)

►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영업적 리스크 식별 및 분석,리스크 완화 조치 실행

► 채권 자산 유동화에 대한 프로젝트 준비 및 분석

► 정부 발주 입찰 기업들에 대한 법률 지원 제공

► 직원과 기타 형태의 개인 인센티브에 대한 사적 연금 프로그램 개발 및 분석

► 소비자 보호법 준수와 상품 라벨에 대한 자문

► 민간,기업,영업의 법률 문제에 대한 법적 견해 준비

영업실무/ M&A 

업무분야

“이 팀은 현지 시장을 장시간에 걸쳐 다룸으
로 인한 결과인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
력으로알려져있다.”

Chambers Europ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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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야 볼론쪼프
(Ilya Bolotnov)
파트너

i.bolotnov@pgplaw.ru

일리야 볼론쪼프는 러시아 및 외국 고객에 기업법, 계약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자산 인수, 구조조정, 합작 회사설립, 러시아내에서의계약 관계뿐
만 아니라 기타 기업과 계약에 대한 법적 문제, 반독점 규제 등에 관해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
다.
일리야 볼론쪼프는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고, 영국 최고의 대학에서 우수한 성
적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1년에서 2007년까지 국제 컨설팅 회사 Grant
Thornton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에서 2009년까지 Hannes Snellman모스크바사무소에서근무
했습니다.
2009년 2월부터 일리야 볼론쪼프는Nike, Jaguar Land Rover, JTI, Procter & Gamble, Wal-Mart,
Harry’s / Barilla, Armadillo / DPD, Billa, Electrolux and Ritter Sport Chocolate등 러시아에서활동하
는 기업에법적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평가기관 IFLR 1000, Chambers Europe 2012, 2013은 일리야 볼론쪼프를 상위 등급으로 분류하
였으며, 상법, M&A, 합작 투자 및 복잡한 계약에 대해 국내외 고객에 상당한 조언을 하고 있다며
강조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리야를 “러시아 법률 환경에 매우 깊은 지식을 가진 변호사"임을
강조합니다. “일리야 볼론쪼프와 함께 하는 업무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비
용으로매우성공적인 M&A를러시아에서이끌어낼수 있었습니다.”

영업실무/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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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나 미깃꼬
(Oksana Migitko)
영업 실무 부서장

o.migitko@pgplaw.ru

악사나 미깃꼬는 반독점 및 상법을 전문으로 합니다. 러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에 수평적/수직
적 계약, 특정 시장 내에서 기업의 지배적인 위치 남용과 불공정 경쟁에 관해 법적 자문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The Legal 500: EMEA 2014는 악사나 미깃꼬를 수직적, 수평적 계약의 전문
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악사나는 구조 조정과 M&A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있어 법적 지원을 제공한 관련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반독점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연방 반독점 기구(FAS)와 국가 상업(중재) 법원에서 고
객을 대변합니다.
악사나는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그녀
의 최근 프로젝트 중 하나는 석유 및 가스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의 요구에 따라 러시아 반독점
법률, 러시아 행정 위반법, 형사 위반 법, 형사 처벌 법의 개선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었
습니다.
악사나는 반독점 및 상법에 대한 컨퍼런스와세미나에서 연사로서의경력 역시 풍부합니다.
뻬뻴랴예프 그룹에 합류 전,악사나는 Deloitte and Touche 모스크바 사무소에서 수석컨설턴트
로 근무하였습니다.

영업실무/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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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독점 법규에 대한 계약의 준수 여부 분석

► 반독점 법규 준수의 관점에서 민법 계약 분
석

► 반독점 법규 준수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
델의 분석 및 발전

► 불공정 경쟁 금지에 관한 문제에 자문

► 정부,  시 당국, 자연적 독점 기업 등으로 부
터의 계약에 관해 주주/배당자에게 법률
지원

► 경제력 집중의 법적 측면에 대한 자문

► 광고 법규 준수에 대한 컨설팅

► 외국인의 국가 방위 및 보안에 대해 전략
적으로 중요한 사업체 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 자문

► 반독점 기관과의 분쟁에서 고객을 대표
함. 반독점 법령 위반 문제와 관련, 경쟁
사 및 제품/서비스 공급자와의 소송에서
고객을 대표함

반독점규제

업무내용

반독점 거래와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해 유
명한 팀으로알려져 있으며, 연방반독점
조사와 감사 시 고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 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Chambers Europ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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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레나 소꼴롭스까야
(Elena Sokolovskaya)
반독점 규제부서 장

e.sokolovskaya@pgplaw.ru

옐레나 소꼴롭스까야는 자연적 독점과 공공 조달을 포함한 반독점 및 광고 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옐
레나 소꼴롭스까야는 7년 이상 러시아 연방 반독점 기구(FAS)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반독점 법령 준수와
관련된 기업 실사 감독, 반독점 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감사의 맥락에 대해 고객 지원, 관계 당국 및 법정에서 반독점과 관
련된 고객의변호등에 풍부한경험을보유하고있습니다.
옐레나 소꼴롭스까야는 다국적 기업 및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반독점 법과 광고 법, 외국 투자에 대한 법령이
적용되는지에관해많은 세미나와강연을하고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대해서도 연사로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러시아와 국제 언론에 발표된 러
시아의반독점법에 관련된수많은기사와출판물의저자및 공동 저자로참여하고있습니다.
Chamber Europe 2013에 따르면 옐레나 소꼴롭스까야는 정확한자문을 한다는 코멘트가 되어 있습니다.고객들에따르면
옐레나 소꼴롭스까야는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 그녀가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Chamber
Europe 2013과 Pravo.ru 2013의 전문가들은옐레나 소꼴롭스까야를반독점관련 매우높은 등급을부여했습니다.
옐레나 소꼴롭스까야는 비영리 파트너십 “러시아 내의 경쟁에 대한 개발 원조”와 “CIS 국가 내의 경쟁에 대한 개발 원조”
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활발히 반독점 법 개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사업가 협회의 경쟁 위원회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뻬뻴랴예프 그룹 합류 전, 옐레나 소꼴롭스까야는 Hannes Snellman의 선임 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INTEKO사에서자산 기업관리 부서의선임 전문가로근무하였습니다.

반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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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설

►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통합적 법률 지
원

►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지원

► 토지와 기타 부동산의 실사

►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존재하는
리스크의 식별 및 완화

► 농업 및 산림 보호 구역 토지에 대한 산
업 개발 지원

► 전력망 연결에 대한 자문

업무내용

► 개발/미개발 토지의 인수에 대한 법률
지원

► 거래에 대한 과세 영향을 고려한 통합
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부동산 및 토지
거래 조직화 및 지원 (구입 및 판매, 임
대, 저당 등)

► 시설 위탁 이후 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

► 시설에 대한 철도, 도로망 설치 관련
프로젝트 지원

뻬뻴랴예프그룹의알렉세이코넨스키와블
라디미르 소꼬프는 러시아 부동산 거래에
대해 러시아 국내 고객과 외국 고객에게 광
범위한지원을하고있습니다.

The Legal 500: EMEA, 2014

34



www.pgplaw.ruPEPELIAEV GROUP

업무내용

► 환경 보호 관련 필요한 허가,면허 접수 및 승인
► 환경 법규 위반 방지와 이에 따른 잠재적 영향 경감에 대한 자문 제
공

► 기업 실사 범위 내에서 기업의 환경 활동 관련 서류 점검

► 투자 및 건축 활동 범위 내에서 환경 보호 문제

► 폐기물 처리 문제

► 대기 오염 보호

► 수역의 보호 및 사용

► 위험성 있는 생산 설비의 운영

► 보건법의 준수

► 법적 분쟁 및 행정 처분에 대한 지원

► 법안의 초안 작성에 대한 참여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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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세이꼬녜프스키
(Alexey Konevsky)
파트너

a.konevsky@pgplaw.ru

알렉세이꼬녜프스키는 1999년 상트-뻬쩨르부르그국립대학교법대를졸업하였습니다.
건설 및투자 프로젝트에대한 법적지원을제공하며부동산과토지법을전담하고있습니다.
알렉세이 꼬녜프스키는 그린 필드 및 재개발 사업, 매스미디어와 IT분야 등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경력을보유하
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산림 및 자연 서식지 등을 포함하는 토지 거래에 대한 법적 지원 관리 경험 역시 보유하고 있습
니다.
독립 평가 기관인Chambers Europe 2010 과 PLC Which Lawyer 2012는 알렉세이를 러시아 토지법, 부동산 및 건설을 포
함한 문제에 관한 변호사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알렉세이 꼬녜프스키는 2011년 부동산 시장 관련 업무에 대해 공로를
인정,수상하였습니다.
“알렉세이꼬녜프스키는그의폭넓은지식과 경험으로알려져있습니다.” – Chambers Europe 2013.
알렉세이 꼬녜프스키는 토지법, 부동산 및 건설에 관련된 행사에자주 연사로 참여합니다. Arendator.ru,모스크바비즈니
스 클럽, 모스크바 타임즈, 러시아-영국 상공회의소 등의 주최측은 그에게 항상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AEB,
AmCham,러시아-프랑스상공회의소전문 위원회의회원입니다.
알렉세이 꼬녜프스키는 Corporate Lawyer, EZh Yurist, 기타 간행물에 토지법과 부동산에 관하여 수많은 기사 및 논평들을
저술하였습니다.
뻬뻴랴예프 그룹에 2009년 입사하였고, 그 전에는 Hannes Snellan 모스크바 사무소의 토지, 부동산 및 건설 실무를 담당
하는 선임변호사로근무하였습니다.앞서서는 ESN그룹의 법무팀부팀장으로근무하였습니다.

부동산 &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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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탈리야스테니나

(Natalia Stenina)
부동산&건설부서장,
법학박사

n.stenina@pgplaw.ru

나탈리야 스테니나는 부동산, 기업,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외국 고
객들의 자문에 상당한 경력을보유하고 있습니다.
나탈리야 스테니나는 모든 분야에서의 기업 실사 프로젝트, 부동산 거래, 구조 조정, 합작투자,
상업 및 산업 관련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러시아, CIS의 거래 구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고객 자문 등에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
는 데에도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나탈리야 스테니나는 환경 관련 업무(건강, 안전, 환경)에도 능통합니다. 환경 규제, 환경 보호
및 산업 안전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산업 관련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
다.
나탈리야 스테니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모스크바 국립 법률 아카데미를 졸업하였고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뻬뻴랴예프 그룹 합류 전, 나탈리아는 Magic Circle로 대변되는 영국을 대표
하는 5개 로펌들 중 한 곳에서 재직했습니다.

부동산 &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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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의 등록 및 허가

► 유가 증권 시장에서의 은행과 전문 종사자에 대한 규정 자문

► 자본 시장 거래 지원

► 국경 간 거래 포함한 금융 거래의 조직화

► 파생 상품의 조직화 및 세금 지원

► 채무 구조 조정

► 파산 절차에 있어서 은행과 다른 채권자를 대변

► 데이터 및 정보 보호

► 소액 거래 은행 및 금융 서비스,상품에 대한 법률 지원
► 유가 증권의 발행 및 거래

► 법률 실사

► 금융 기관을 포함한 M&A

은행및금융법

업무분야

고객들은 “뻬뻴랴예프 그룹은 가격에 걸맞
는 업무수행능력을보여주는기업입니다.”
라고응답했습니다.

The 2014 IFLR 1000 Rankings for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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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르 마르말리디
Igor Marmalidi
파트너,법학 석사

i.marmalidi@pgplaw.ru

이고르 마르말리디는 당 로펌의 은행과 금융 실무 부서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통화 관리 문제와금융
기관과 관련된분쟁 조정 분야에 상당한경력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이고르 마르말리디는 금융 부문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지원, 신용 기관과 증권 시장의 전문 배당자 규
제, 영업, 기업 및 금융법, 국제 금융 및 투자 거래 조직, 증권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해 20년 이상 고객 자문경험
을 갖고 있습니다.
이고르 마르말리디가 이끄는 팀은 자본 시장에 대한 거래,금융 거래의 조직화,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세금 지
원 조직화 및 제공,구조조정과 부실 채권 회수등을 포함하여 은행과금융 기관에 법적 지원을제공합니다.
이고르 마르말리디는 러시아 외교부 산하 국제 관계 대학교(MGIMO)를 졸업하였고, Case Western Reserve
Uiversity(미국)에서법학 석사를 받았습니다.또한 미국 뉴욕 주의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뻬뻴랴예프 그룹에 들어오기 전, 이고르 마르말리디는 시티 은행 법무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에서의 은행 업무에 대한 법적 지원을 관리하며 14년 동안 근무하였고, 또한 러시아에서 변호사 활동과 더불
어 모스크바와뉴욕의 국제 로펌에서근무하였습니다.

은행및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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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제기 업무 관리

► 실제적/잠재적 분쟁에 대한 법적 의견 준비
► 법정에서의 리스크 여부에 따른 관점에서 거
래 및 영업 분석

► 경영 리스크 및 기업 관리 보호

► 소송 전 고객과 상대방의 분쟁에 대해 협상
및 조정

► 단일 기업 혹은 그룹사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
과 관련 법정 전략 수립

► 형사법 및 민사법 절차의 맥락을 포함하
여, 고객의 침해된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적
도구 고안

► 국가 상업 법원과 일반 관할 법원에서 고
객을 대변

► 중재 법원과 국제 상사 중재에서 고객을
대변

► 집행 절차 관리

► 러시아 내의 분쟁 관리 지원

► 국제 분쟁 관리 지원

분쟁해결및조정

업무분야

소송실무에대해높은평가를받고있습니다
.또한파산,계약및기업분쟁에대한자문도
매우훌륭합니다.

Chambers Europ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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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보로비예프
(Yuriy Vorobyev)
분쟁해결및 조정부서장

유리보로비예프는상업(중재)법원과일반관할법원에서고객을대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
유리보로비예프는영업분쟁관리와고객의행정처분관리에대해 15년의경력을보유하고있습니다.
소송이외에도법정에서의분쟁조정과관련하여수많은실적을보유하고있습니다.
2002년유리보로비예프는법정대리인으로인정되었는데,즉 법정에서개인과법인을모두대표할수있는변
호사로서인정되었다는것을뜻합니다.
유리보로비예프는공개프리젠테이션에대해많은경험을가지고있으며또한수많은기사와입법의견을저술
하였습니다.

분쟁해결및조정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 매우 특화된 기업
입니다.

The 2014 IFLR 1000 Rankings for Russia

뻬뼬랴예프 그룹은 파산 분쟁에 활발히
참여하고있습니다.

The Legal 500: EMEA, 2014

y.vorobyev@pgplaw.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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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
▼ 위조품 판매 금지

▼ 상표 및 서비스 마크 관련 분쟁

▼ 특허 관련 분쟁

▼ 인터넷 및 영화 산업 포함,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
▼ 영업 비밀(노하우)의 보호에 대한 분쟁
▼ 지적 재산권의 창작 및 사용을 포함, 관련 거래에 있어서의 분쟁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계약,저작권 계약 등)

▼ 불공정 경쟁 문제

지적재산권 & 상표권실무

업무분야

부서장인발렌티나오를로바는지적재산권문
제에 대해 30년 이상의 자문을 해왔고, 이 분야
에 있어 그녀의 의견은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
습니다.

Chambers Glob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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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지적재산등록:

▼ 정부 기관에 등록 신청서 제출, 개정, 혹은 가맹 계약의 종료, 라이센스 계약, 상표 또는 기타
지적재산의독점권을이전하는계약

▼ 상표및 특허가실제로새로운것인지에관한예비적,포괄적분석
▼ 상표및 특허에대한 등록,유지및취소
▼ 상표및 특허등록신청서작성및제출

▼ 상표등록연장

▼ 수입관리를담당하는세관 당국에상표 등록

▼ 도메인을등록하기위한서류준비및 제출

▼ 지적재산에대한조언과계약문서의준비:
▼ 상표의독점권에대한라이센스협약

▼ 프랜차이즈협약

▼ 영업기밀(노하우)에관한라이센스협약
▼ 비밀유지협약및 규정

▼ 연구개발프로젝트수행에대한협약

지적재산권 & 상표권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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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티나오를로바
(Valentina Orlova)
지적재산권&상표권실무
부서장, 법학박사

v.orlova@pgplaw.ru

발렌티나 오를로바는 지적 재산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의 많은 고객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발렌티나
오를로바는 저작권과 관련 권리를 적용받는 상품,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특허법,성과 선정과 차별화 기능 등과관
련한 다양한 분야의 지적 재산에 대해 자문 제공을 합니다. 제공되는 조언의 상당 부분은 기밀 유지 체제의 구축을 통
한 노하우의 보호, 지적 재산권의 보호 및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차별화 기능 보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발렌
티나 오를로바는 러시아 내국인, 외국인 고객들의 지적 재산권 분쟁에 관한 재판 전 합의, 특허 분쟁 회의소에 대한 이
의 제기준비,지적 재산권보호 관련법정 심리에대한 전문가들의의견제시 등의광범위한실적을갖고 있습니다.
뻬뻴랴예프 그룹에 합류하기 전, 발렌티나 오를로바는 러시아 특허청(Rospatent) 법률 부서의 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녀는 공식 고문(2등급)과 러시아 국립 지적 재산 아카데미의 학술위원회(RSAIP)의 구성원에서 물러나 RSAIP의 산업
재산권학과 교수이자러시아자연 과학 아카데미의학회원입니다.
발렌티나 오를로바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과 러시아에서 특성화된 지적 재산 관련 법정이 수립한 조항에 따른
러시아 법규의 준수와 관계된 지적 재산권,상표, 서비스 마크,상호명, 상업적 명칭 보호, 150회 이상학술간행물(논문
및 가이드라인 포함)을 저술하였습니다. 발렌티나 오를로바는 러시아 상표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논평을 담당했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수차례 국선 전문가로 상표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권리 침해에 관한 소송에 발탁, 담당하였
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 5년 간 발렌티나 오를로바는 러시아의 세계 무역 기구 가입에 관한 지적 재산권 관련 협상에서
러시아대표단의일원이었고,또한다자 간 및 양자간 협상에참여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 상표권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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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법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

► 직원 구조 조정 문제에 관한 반-위기 대책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전
략적 컨설팅

► 고용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고객의 이익을 대변

► 국가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고객을 대변 및 지원 제공

► 외국인 고용에 대한 자문

► 기업 구조 조정과 재편성, M&A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노동법 및 기업법에
기초한 자문

► 직원과 기타 형태의 개인 인센티브에 대한 사적 연금 프로그램 개발 및 분석

► 고용 관계에 있어서의 세금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자문

► 정보 보호에 대한 자문

고용 & 이민법실무

업무분야

뻬뻴랴예프 그룹은 고용과 이민법 문제의 전
반적인분야에있어우수한 법률 서비스를 제
공하고있습니다.

The Legal 500: EME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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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랴 보로쥐나
(Julia Borozdna)
고용&이민법실무 부서 장

j.borozdna@pgplaw.ru

율랴 보로쥐나는 14년 간 고용 및 이민 분야의 법적 문제에 대해포괄적인 법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고객의 사업
이익을 보호하고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해결책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법정 내/외에서의 고용 분쟁 해결에 대해
많은 실적을갖고있습니다.
세계 로펌과 변호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Chambers Europe 2014년 해설은 율랴 보로쥐나를 “매우 분명하고 확신할 수 있
는 법적자문을 제공한다.또한고객들에게안정감을준다”고 표현했습니다.
2012년 율랴 보로쥐나는 고용 분쟁 저널의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The Legal 500:
EMEA 2011-2014, European Legal Experts Guide 2010, Who’s Who Legal: CIS, The European Legal 500 Guide, The Best
Lawyers 2012-2013, The PLC Which Lawyer 2012-2013 등의 권위있는 국제 법률 저널들에러시아의 고용법 분야를 선도
하는 전문가로언급되고있습니다.
베도모스티(Vedomosti) 신문의 러시아 법률 비지니스에 관한 특별 기획(2011, 2012, 2013년)에서 율랴는 고용 및 노동
법에 대한 고문의최상위에랭크되었습니다.
2012년부터율랴 보로쥐나는유럽 노동법소위원회의부의장의직책을맡고있습니다.
율랴는 고용, 이민, 개인 정보, 영업 기밀 보호, 그 외 기타 수많은법적 문제에 대한 저술,공동 저술을 하고있습니다. 이
러한 기사와 논평들은 모스크바 타임즈,베도모스티(Vedomosti), Corporate UK, New Legislation & Legal Practice등의매체
에 실리고있습니다.
율랴 보로쥐나는 모스크바 타임즈, 유럽 비지니스 협회, 주 러시아 미국 상공회의소, 러시아-영국 상공회의소 등이 주최
하는 많은컨퍼런스에서주기적으로연설을하고 있습니다.
뻬뻴랴예프 그룹 합류 전, 율랴 보로쥐나는 최고의 국제 로펌 중 하나인 Employment Law Practice Group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모스크바 외교부 산하의 국제 관계 대학교(MGIMO)에서 국제 법 전공을 하였고 1999년 졸
업하였습니다.

고용& 이민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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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대외무역규제

► 세관 및 대외 무역 규제 문제에 대한 자문

► 기술적 설비 일괄 수주 제품의 세관 통과에
대한 프로젝트 조직 및 수행

► 관세율 개정, 대외 무역 보호 조치 도입 및
취소(반덤핑, 쿼터 설정, 라이센스 취득 요구
등)

► 지적 재산권 혹은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
는 물품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세관 등
록에 관한 법률 지원

► 관세 감사와 계획

► 관세 및 대외 무역 문제에 관하여 고객사 직
원 교육

► 결정 이외에 세관 당국의 행위와 비행위, 고
객 손실에 대한 배상

► 세관 당국에 의해 수행되는 감사 기간 및 고
객의 세관 규정 위반의 경우 고객의 이익 보
호

► 세관 당국과의 분쟁에 대해 행정적, 법적 절
차에서 고객 변호

업무분야

뻬뻴랴예프그룹의변호사들은러시아와관세
동맹의관세법령개선에대해 전문가로서뿐
만 아니라 정부와 연방 당국의 행위자로서 참
여합니다.또한우리변호사들은기업협회,관
세 동맹의 관리자, 연방 하원의 부처 및 연방
관세청과 협력하는 전문가 집단 등에서 주요
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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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르코소프
(Alexander Kosov)
세관&대외무역 규제 부서 장, 법학 박사

a.kosov@pgplaw.ru

알렉산드르 코소프는 관세법과 통화법, 관세/비관세 규칙 및 법령에 관하여 능통합니다. 그는 14년간 관세 문
제와 관련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어떻게 대외 무역 규제에 대한 사업 모델 조직 방법, 뿐만 아니라 로열티
및 특수 관계자 거래 등과 관련한 관세 사정 문제, 대외 무역 품목 분류법에 따른 상품 분류, 다양한 통관 절차
시 관세 최소화, 생산 설비 및 부품 수입 시 관세 지원 보장, 수입 활동 조정, 통관 절차 단순화, 통화 규제 문제
등에 관한 고객컨설팅에 많은 경험을보유하고 있습니다.
뻬뻴랴예프 그룹 합류 전 알렉산드르 코소프는 5년 간 연방 세관의 법무팀에서 근무하였고, 여기서 러시아 관
세법(2003) 입법 초안 작성, “관세에 관한” 연방법 개정(2006), 그리고 관련 부차적인 법안 작성에 주도적으로
임했습니다. 또한 3년 6개월 동안 Deloitte 사의 모스크바 사무소 세무-법무팀에서 수석 매니저로 근무하며 해
외 무역,세관 및 관련 문제들의자문을 담당하였습니다.
알렉산드르 코소프는 수많은 저서와 기사의 저자 혹은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타임즈,
유럽 비지니스협회,미국 상공 회의소 등이주최한 전문적인 컨퍼런스에연사로서참여하였습니다.
알렉산드르코소프는 영어를유창하게 구사하며법적,관세 관련 용어들 역시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세관& 대외무역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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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집행 기관 활동의 법적 심사

► 법적 견해, 참고 문헌, 판례 개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형사법과 절차법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자문

► 사건에 대한 법적 상황의 상술,사법 절차에 대한 전략과 전술의 결정

► 사법 당국에 대해 고객 변호

► 사법 당국의 행동(누락)에 대한 이의 제기 준비;진정서 작성 및 발의

► 일반 관할 법원에서의 고객 변호

► 상위 법정에서의 사법행위에 대한 소

기업에대한형사적보호

업무분야

“뻬뻴랴예프 그룹은 매우 뛰어난 서비스
를제공합니다.러시아현지법률및러시
아 시장의 세부 사항에 대한 깊이있는 지
식을보유하고있습니다.

Tax Directors Handboo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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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심 꼬쉬낀
(Maxim Koshkin)
기업에 대한형사적 보호 실무 부서장

m.koshkin@pgplaw.ru

막심 꼬쉬낀은 형사법과 형사소송법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는 사법당국의 모든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고객의
법적 보호와법정 대리 경험이 풍부합니다.막심 꼬쉬낀은 1988년부터모스크바변호사 협회의 일원입니다.
막심 꼬쉬낀은 고객과 사법당국 간 경제 분야 내에서의 형사 책임 법률 적용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회피,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세금과 예산 기금(비예산 기금)에 지불
공제 및 보류에 대한 의무 이행 실패, 납세인의조세 목적재산 혹은 통화 기금 은폐,불법 기업, 통화 세탁혹은
기타 재산의세탁,밀수,기타상표의 불법 사용에관한 법적 책임 결과에 대한경험이 풍부합니다.
막심 꼬쉬낀은 특히 금융, 경제, 창업 및 무역 활동에 대한 감사, 세금 법령에 대한 회계 감사, 수사 전 검사, 형
사 사건으로 회부된 사건의 예비 조사, 일반 관할 법원에서의 사건 심리 기간 등 사법당국의 모든 형사 소송 절
차에 대해 고객의대리인 역할을 성공적으로해왔습니다.
2004년러시아연방 변호사 협회에서 “국민의권리와 자유의보호”에대한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

기업에대한형사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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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 당국과의 행정 및 법률 관계에
대한 자문

► 주 당국이 고객에게 국영 사업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행정 절차 내에
서 고객 변호

► 행정적 위반의 경우 고객 변호

► 행정 기관과 법원에 대한 행정적 분쟁

► 예상된 거래와 투자 프로젝트의 행정적, 
법적 결과에 대한 예비 평가 수행

► 행정 및 법적 리스크 및 기회 식별 및
평가

► 행정 당국의 행동과 판결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 수행

► 행정적 경우 법적 지원의 제공에 국제
조약을 적용

► 행정 절차에 대한 조례, 행정적 위반에
대한 사법 절차, 행정 관할권 등의 입법
초안 작성

기업에대한행정적보호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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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뻬뻴랴예프 그룹의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업에 대한 행정적, 법적 변호
제공 및 고객을 대변합니다.
▼ 주 및 지방 당국에 의해 시행되는 감사

▼ 행정 소송

▼ 연방 및 지방 당국과의 행정 분쟁

▼ 국가 등록

▼ 라이센스 취득

▼ 반독점 감사 시 법률적 지원

▼ 광고 규제

▼ 고객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 권리의 보호와 사업체의 보호

▼ 기술 및 산업 규제

▼ 위험성 있는 생산 시설의 운영

▼ 에틸 알콜의 생산과 매출

▼ 이민법령 준수 감사 시 법률 지원

▼ 행정 절차(소송)에 대한 기타 영역

사업에대한행정적보호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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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레나오브차로바
(Elena Ovcharova)
사업에대한 행정적보호실무부서 장,
법적대리인,법학 박사

e.ovcharova@pgplaw.ru

옐레나 오브차로바는 행정 위반, 세금과 통화 규정에 대한 통제 및 절차 문제를 포함한 행정법과 금융법을 전담합니다.
옐레나 오브차로바는 세금, 통화 규제, 관계 당국과의 협력 등의 문제에 관해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금융,세금,통화규제,행정 책임에관한 많은법적 문제들을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 위반 사항을 없애기 위해 기업서류 시스템을 수립 뿐만 아니라 기업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
해 기업내부 규정준수 시스템도개선시킵니다.
옐레나 오브차로바는 연방 재정 및 예산 감독 기구, 세무 당국, 연방 반독점기구, 로스탄다르트(기술적 규제 및 도량형에
대한 연방 관리 기구), Rospotrebnadzor(소비자 감시 단체), Rosalkogolregulirovaniye(알콜성 음료 및 제품 규제) 등 다양한
정부 감사기구로부터의 고객 감사에 대해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활동 과정에 수반되는 행정 위반 문제 역시 성공적으로
다루고있습니다.
세금,행정적수준,법정에서의통화 분쟁에따른행정 규제 분쟁에대한경험이많습니다.
옐레나는행정위반에대한 러시아연방법의입법초안 작성팀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옐레나는 정부 감사, 행정 법규 준수(기업 활동의 행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행정 책임, 통화
제어 및 세무 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대법원 학술 자문 위원회의 구성원이며, 러시아 국
립 대학교법학과의조교수로활동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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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Details

Russia, 123610, Moscow, 
WTC-II, Krasnopresnenskaya nab., 
12,Entrance 7,15 floor
Tel.: +7 (495) 967-00-07
Fax: +7 (495) 967-00-08
E- mail: info@pgplaw.ru

Russia,191015, Saint Petersburg,
Shpalernaya, 54,
Golden Shpalernaya Business Centre
Tel.: +7 (812) 640-60-10
Fax: +7 (812) 640-60-20
E-mail: spb@pgplaw.ru

Russia, 660077, Krasnoyarsk 
Vesny St., 3 A, 
Business Center «Vesna»
Tel.: +7 (391) 277-73-00
Fax: +7 (391) 255-07-07
E-mail: krs@pgplaw.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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