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위치 & 통찰력
저희가 취급한 많은 사건들은 클라이언트가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사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클라이언트, 저희가 취급한 사건 및 이룩한 결과물과 관련된 뉴스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
니다.

2020 11 12
코브레 & 김 이스라엘 사무소, Robus 금주의 국제 로펌으로 선정
이스라엘 법률시장 전문 컨설팅 회사인 Robus의 금주의 국제 로펌으로 코브레 & 김이 선정되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and-kim-israel-practice-is-robusinternational-law-firm-of-the-week
2020 11 12
미지의 영역 발견하기: 복잡한 가족 분쟁에서 자산 보호·회수를 위한 혁신적인 전략 개발
이혼과 자산 문제 같은 가족 분쟁은 종종 걷잡을 수 없게 번지는데, 종종 한쪽에서는 수월한 해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을 강탈하거나 숨기기도 합니다. 고액 가족 분쟁에서의 복잡한 자산 보호와 회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11월 19일 미국 동부 시각 오후 12시, 영국 시각 오후 2시에, Gabriela Ruiz, Adriana
Riviere-Badell, Evelyn Sheehan, Carolina Leung 변호사가 진행하는 참여형 워크숍에서 배워보세요.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finding-the-unknown-creating-innovativestrategies-protect-recover-assets-complex-family-disputes
2020 11 11
Polly Wilkins 변호사, Citywealth Future Leaders 2020 올해의 변호사 상 수상
코브레 & 김에서 큰 기쁨과 함께 Polly Wilkins 변호사가 2020 Citywealth Future Leaders Awards에서
올해의 변호사(파트너) 상을 수상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polly-wilkins-wins-lawyer-of-the-year-atcitywealth-future-leaders-2020
2020 11 6
나이지리아 정부가 미화 96억 달러 판결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법원을 기만했다고 미국연방 지방법원 판사
판결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Paul A. Engelmayer 판사가 금일 내린 판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
는 미화 96억 달러 중재 판결금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판사를 기만하였습
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us-district-judge-finds-nigeria-misledcourt-in-effort-to-avoid-payment-of-96-billion-award
2020 11 5
Michael Kim 변호사, 한국 경찰 대상 강연에서 해외 자산 몰수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해소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몰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길을 잘못 드는 경우는 흔합니다. 코브레 & 김 창립 파
트너인 Michael Kim변호사는 2020년 10월에 대한민국 경찰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아래 사진) 가장 흔
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오해들을 해소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ichael-kim-dispels-commonmisconceptions-overseas-asset-forfeiture-lecture-rok-police
2020 11 4
비디오: 코브레 & 김, 2020 중국 국제 수입 엑스포 참여 개시
코브레 & 김 창립 파트너인 Michael Kim과 Steve Kobre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무이사인 Lian Lian과 함
께 코브레 & 김의 2020 중국 국제 수입 엑스포 참여를 개시하였습니다. 엑스포는 상하이에서 11월 5일에서
10일까지 개최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video-kobre-and-kim-kicks-offparticipation-2020-china-international-import-expo
2020 10 23
Jeremy Bressman 변호사, 중동에서의 자산 회수를 논하는 온라인 패널 토론 합류 예정

중동 지역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자산 회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변호사들은 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상세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코브레 & 김의 Jeremy Bressman 변호사가 이와
관련하여 중동 ThoughtLeaders4 FIRE 내 돈 내놔(Give Me My Money) 디지털 컨퍼런스 패널 토론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2020년 10월 27일 두바이 시간 오후 5시, 런던 시간 오후 1시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eremey-bressman-to-join-virtual-panel-onasset-recovery-in-the-middle-east
2020 10 13
코브레 & 김, 히스패닉 문화의 달을 맞아 Gabriela Mistral을 기리다
히스패닉 문화의 달을 맞아 오늘은 시인이며 저술가인 Gabriela Mistral의 빛나는 업적을 기념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honors-gabriela-mistralfor-hispanic-heritage-month
2020 10 8
John Han 변호사, 사해행위 혐의 후 평판 관리를 논하는 온라인 패널 토론 참석
사해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언론매체에 대서특필되고 혐의를 받은 사람의 평판을 망쳐 놓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근거가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코브레 & 김의 John Han 변호사가 싱가포르 시간 10월 12일 오
후 3시에 열리는 Asset Recovery Asia 온라인 패널 토론에서 발표하여 피고의 언론 대응법,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는 법을 논의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ohn-han-joins-virtual-panel-on-reputationmanagement-in-the-wake-of-fraud-allegations
2020 10 7
코브레 & 김, 노련한 아시아-태평양 역외 변호사 Timothy Haynes를 홍콩에서 영입
2020년 10월 7일 홍콩 – 역외 분쟁과 부도 분야의 노련한 전문가 Timothy Haynes 변호사가 코브레 & 김
홍콩 사무소에 파트너로 합류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welcomes-accomplishedapac-offshore-lawyer-timothy-haynes-in-hong-kong
2020 10 5
코브레 & 김, 영국 Legal500 최상위 사무직 범죄 변호 로펌에 자리매김
Legal500이 2021년 영국 순위에서 다시 한 번 코브레 & 김을 “사해행위: 사무직 범죄” 분야의 선도적 로펌
으로 꼽았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and-kim-recognized-as-top-whitecollar-crime-defense-law-firm-by-legal500-uk
2020 10 2
코브레 & 김, 히스패닉 문화의 달을 맞아 Rafael (Ralph) Carlos Estrada를 기리다
히스패닉 문화의 달을 맞아 코브레 & 김은 법조계 내외의 라틴계 인사들이 해온 기여를 알리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변호사이며 민권운동가였던 Rafael (Ralph) Carlos Estrada를 기억합니다. Estrada 변호
사는 코브레 & 김 현직 직원인 Jorge Estrada의 증조부이기도 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honors-rafael-ralphcarlos-estrada-for-hispanic-heritage-month
2020 09 18
William McGovern 변호사, 미국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논하는 가상 패널 토론에 합류
미국 내 사실상 모든 주요 사해행위 조사의 배후에는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
부고발자는 선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문제거리일까요? 코브레 & 김의 William McGovern 변호사는 미국 동
부 일광절약시간 9월 22일 오후 1시에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자본주의 연구센터 가상 패널 토론에 합류하
여 이 문제를 논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william-mcgovern-joins-virtual-panel-todiscuss-the-role-of-whistleblowers-in-the-us
2020 09 17
코브레 & 김, 삶의 질과 다양성 부문에서 Vault 선정 상위 로펌에 자리매김
2

코브레 & 김이 Vault의 2021년 삶의 질과 다양성 순위에 중형 규모 로펌 상위 25위에 들면서 처음으로 이
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일하기 좋은 직장” 23위, 보수 상위 10위, 다양성 상위 20위에 든 성과를 주목할 만
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and-kim-ranked-among-vaultstop-law-firms-for-quality-of-life-and-diversity
2020 09 16
코브레 & 김, 주권국가에 대한 판결과 판정 강제집행을 위한 검증된 기법을 다룬 가상 패널 토론 개최 예정
주권국에 대한 판결과 중재판정 현금화는 투자자에게 상당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동시에 굉장히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은 이 분야의 최근 도전과 기회, 그리고 주권국에 대항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검증
된 참신한 기법을 논하는 가상 패널 토론을 9월 29일 화요일, 미국 동부 일광절약시간 오전 11시/영국 일광
절약시간 오후 4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kobre-kim-virtual-panel-battle-testedtechniques-enforce-judgments-awards-against-sovereigns
2020 09 15
Farrington Yates 변호사, 사해행위와 코로나19를 다룬 INSOL International 패널 토론 주재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전 세계 수많은 사업체의 생존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많
은 기업이 사해행위 혐의를 받게 될 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룬 INSOL International 패널 토론이
미국 동부 일광절약시간 9월 17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리며, 코브레 & 김의 Farrington Yates 변호사가 의
장을 맡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farrington-yates-chairs-insol-internationalpanel-fraud-pandemic
2020 09 11
Alan Guy, 소송 자금지원 기관의 사고방식으로 고객과 로펌의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가상패널 참여
로펌과 사내 변호사가 소송 자금지원 기관의 기법을 보고 소송 결정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코브레 & 김의
증권 인수 및 가치 최적화 상무이사인 Alan Guy 이사는 미국 동부 일광절약시간 9월 16일 오후 12시에 열
리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비롯한 사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alan-guy-virtual-panel-thinking-litigationfunder-improve-client-law-firm-decision-making
2020 09 9
19인의 코브레 & 김 변호사, Who’s Who Legal 리더에 자리매김하다
Who’s Who Legal (WWL)에서 2020년 최신 전 세계 변호사 순위매김에서 19인의 코브레 & 김 변호사가
자산 회수, 사업상 형사변호, 조사와 구조조정·부도법 분야에서 전 세계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대단히 자
랑스럽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nineteen-kobre-and-kim-lawyersrecognized-as-leaders-by-whos-who-legal
2020 09 9
코브레 & 김, 중미에서 초고액 개인 자산가를 보호하는 전략을 다룬 온라인 세미나 개최
중미에서 민사분쟁과 형사수사가 모두 증가하면서 초고액 개인 자산가는 국제 절차에 쉽게 휘말릴 수 있습니
다. 미국 동부 일광절약시간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코브레 & 김의 Gabriela Ruiz, Adriana
Riviere-Badell 및 Evelyn Sheehan 변호사는 초고액 개인 자산가의 자산, 자유와 평판 보호를 목적으로 소
송의 모든 단계를 (실제 소송이든 잠재적 소송이든) 이해하고 예측하는 패널 토론을 개최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webinar-proactive-strategies-ultra-highnet-worth-individuals-central-america
2020 09 8
Polly Wilkins 변호사, Citywealth의 2020년 미래의 리더상 최종후보에 오르다
코브레& 김의 Polly Wilkins 변호사가 Citywealth ‘2020년 미래의 리더’에서 올해의 변호사 파트너 부문
최종후보에 오른 사실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polly-wilkins-shortlisted-on-citywealthfuture-leaders-award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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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14
Danielle Rose 변호사, Benchmark Litigation의 최고 송무 여성변호사 250인에 자리매김하다
Benchmark Litigation의 최고 송무 여성변호사 250인에 이름을 올린 코브레 & 김의 Danielle Rose 변호
사에게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전하는 바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danielle-rose-recognized-benchmarklitigation-top-250-women-in-litigation
2020 08 14
Vasu Muthyala 변호사, 주(駐)인도 미국상공회의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제3자 위험 토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때문에 불법행위의 유혹이 전에 없이 커진 상황에서 제3자 공급자가 위법을 저지를
경우 발주한 기업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인도 미국상공회의소가 2020년 8월 13일 개최한 “반부
패 준법과 리스크 관리 강연” 1세션에서 코브레 & 김의 Vasu Muthyala 변호사는 기업이 위법 리스크 노출
을 줄이기 위해 알아둬야 할 위험과 관리 전략을 설명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vasu-muthyala-discusses-third-party-riskscovid-19-amcham-india
2020 08 13
Martin De Luca 변호사, 주(駐) 브라질 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조사 대응법 논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의 결과 정부의 기업 조사와 기업 내부 조사가 모두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브라질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브레 & 김의 Martin De Luca 변호사는 2020년 8월 14일 상파울루 시간 오전 8시 30
분에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주 브라질 미국상공회의소의 기업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기업이 이러
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rtin-de-luca-discuss-handlinginvestigations-amcham-brazil
2020 08 12
코브레 & 김, 인도 관련 업무의 선도적 국제 로펌으로 꼽히다
India Business Law Journal은 2020년 인도 관련 업무의 선도적 국제 로펌을 소개하면서 코브레 & 김을
“지역 및 전문가” 로펌에 꼽았습니다. 특히 코브레 & 김 소속 Vasu Muthyala 변호사의 국제 정부 조사와
규제 사건 경험이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and-kim-listed-as-leadinginternational-law-firm-for-india-related-work
2020 08 10
Lian Lian 상무이사, 중국 기업의 전 세계적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전략을 논하다
코브레 & 김의 중화권(大中華圈) 상무이사인 Lian Lian은 2020년 8월 8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최고법률
책임자 중국 학술원 2020년 지식재산권 회의 중 “전 세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와 소송 전략” 패널 토론에
서 중국 기업이 직면한, 국제적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논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lian-lian-global-ip-dispute-resolutionstrategies-chinese-companies
2020 08 7
코브레 & 김, ETC Labs를 대리하여 Ethereum Classic 블록체인 침입자 조사 및 제소 예정
코브레 & 김은 Ethereum Classic (ETC) 블록체인의 핵심 개발자이자 지원 단체인 Ethereum Classic
Labs (ETC Labs)를 대리하여, 최근 해당 블록체인을 공격한 일당에 대한 법적 구제책을 강구 중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etc-labs-pursueethereum-classic-blockchain-attackers
2020 07 24
코브레 & 김의 여성 행동계획(Women’s Initiative), 최근 법무부의 단속 추이와 중남미에서의 리스크를
논하는 전 여성 패널 토론 개최
코브레 & 김의 여성 행동계획은 8월 5일 수요일 미국 동부 표준시 오후 4시/브라질리아 시간 오후 5시에 사
교시간 및 전 여성 패널 토론을 개최합니다. 패널 토론의 주제는 미국 법무부의 수사 및 자산 몰수 절차이며,
특히 브라질과 중남미에서 발생하는 절차에 중점을 둡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kobre-kim-womens-initiative-all-women4

panel-doj-enforcement-trends-risks-latin-america
2020 07 22
Gabriela Ruiz 변호사, 전염병 대유행 사태 이후의 국제 조사를 논하는 PwC 웨비나에 합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는 국제 분쟁과 조사 환경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마이애미와 상파울루에서 활
동하는 코브레 & 김 변호사 Gabriela Ruiz가 이와 같은 변화 및 관련 사안을 논하는 웨비나에 함께하세요.
웨비나는 7월 27일 월요일 브라질리아 시간 오전 10시, 미국 동부 일광절약시간 오전 9시에
PricewaterhouseCoopers Brazil이 개최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gabriela-ruiz-joins-pwc-webinar-on-postpandemic-cross-border-investigations
2020 07 20
Martin De Luca 변호사, 브라질 기업에 대한 법무부 수사 논의하는 패널 토론에 합류
미국 법무부가 종종 브라질 기업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브라질 국적 고객과 이들을 대리하는 로펌은 자신의
권리 및 범하기 쉬운 실수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파울루 변호사 협회(Associação dos
Advogados de São Paulo, AASP)에서 7월 23일 브라질리아 시간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 오전 9시에
개최하는 가상 패널 토론에서 코브레 & 김의 Martin De Luca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rtin-de-luca-joins-panel-discussing-dojinvestigations-into-brazilian-entities
2020 07 10
코브레 & 김과 Robin Rathmell 변호사, 고액자산가 관련 금융범죄 업무 우수성 인정하는 체임버 표창 수
상
코브레 & 김과 Robin Rathmell 변호사는 고액자산가 관련 국제 금융 범죄 사건의 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영
국 Chambers and Partners 밴드 2 랭킹을 부여 받았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kim-robin-rathmell-chambersrecognition-financial-crime-hnwis
2020 07 8
Rebecca Hume 변호사, 러시아와 독립 국가 연합에서의 중재 사건 부도 수단에 관한 패널 토론 사회
부도법상 수단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독립 국가 연합(CIS) 내 중재 사건 및 자산 회수를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브레 & 김의 Rebecca Hume 변호사가 2020년 7월 9일 동유
럽 일광절약시간 오후 4시 55분/영국 일광절약시간 오후 2시 55분/미국 동부 일광절약시간 오전 9시 55분
에 열리는 자산 회수 회의에서 부도법상 수단을 다루는 가상 패널 토론 사회를 맡을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ebecca-hume-moderates-panelinsolvency-tools-arbitration-cases-russia-cis
2020 06 30
코브레 & 김, 2020년 LGBTQ 프라이드 달을 기념하다
코브레 & 김은 이번 6월에도 프라이드 달을 기념하였습니다. 비록 시국을 감안하여 많은 기념 행사가 보류되
었지만 LGBTQ 동료와 공동체를 지지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2020-lgbtq-pride-month-at-kobre-andkim
2020 06 12
코브레 & 김, 자산 회수 분쟁에서 사법체계와의 공조를 논하는 웨비나 개최
불경기는 금융 사해행위 및 불법행위 적발과 단속 증가를 낳기 마련입니다. 사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면 자산 회수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kobre-kim-hosts-webinar-working-with-lawenforcement-asset-recovery-disputes
2020 05 28
코브레 & 김, Am Law 2020 다양성 평가에서 5위권 진입
코브레 & 김은 The American Lawyer에서 발행한 2020년 다양성 평가에서 5위를 기록한 사실을 자랑스럽
게 생각합니다. 이번은 저희 로펌이 처음으로 5위에 진입한 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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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kim-makes-top-5-in-am-law-2020diversity-scorecard
2020 05 27
코브레 & 김, 대유행병 이후 발칸에서의 자산 회수에 관한 웨비나 개최
코로나19 및 이후의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세계은행, IMF, 주권국 및 기타 투자자가 발칸에 수십억 달러를 주
입하는 상황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kobre-kim-webinar-asset-recovery-postpandemic-balkans
2020 05 22
Robin Rathmell 변호사와 Nathaniel Barber 변호사, Citywealth의 2020년 100대 신탁소송 변호
사 명부에 자리매김
Citywealth의 2020년 100대 신탁소송 변호사 명부에 자리매김한 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 변호사
와 Nathaniel Barber 변호사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robin-rathmell-nathaniel-barber-rankedcitywealth-top-100-trust-litigators-list-2020
2020 05 20
Rebecca Hume 변호사, 전 세계 부도사건에서의 다문화적 고려사항 논의
부도와 구조조정 거래는 배경과 문화가 상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입되는 국제적인 성격이 증가하는 추
세입니다. 코브레 & 김의 Rebecca Hume 변호사에 따르면 이러한 상이한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감수성이야
말로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Rebecca Hume 변호사는 5월 21일 동부시간 오전 7시, 영국 일광 절
약 시간 오후 12시에 열리는 국제 여성 부도 및 구조조정 회의(International Women's Insolvency &
Restructuring Confederation, IWIRC) 패널 토론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ebecca-hume-cross-culturalconsiderations-global-insolvencies
2020 05 19
Danielle Rose와 Zachary Rosenbaum 변호사, 코로나19 이후 담보부증권의 법적 추세를 논하다
현대 최악의 불황 중 하나로 기억될 현 사태 와중에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담보부증권 시장은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8일 동부시간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코브레 & 김의 Danielle
Rose 변호사 및 Zachary Rosenbaum 변호사가 향후 전망을 논하는 가상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을 주도합
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danielle-rose-zachary-rosenbaum-postcovid-19-legal-landscape-clos
2020 05 14
Randall Arthur 변호사, 부도 및 전 세계적 자산 회수 웨비나 참여
코브레 & 김의 Randall Arthur 변호사는 4월 24일 홍콩 공인회계사 연수원 구조조정과 부도 학과(Hong
Kong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Faculty)에서 개최한
웨비나에서 변호사와 부도 실무가가 전 세계적으로 자산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는 부도 관련 전략을 발표
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andall-arthur-joins-webinar-on-insolvencyand-global-asset-recovery
2020 05 11
Ben Sirota 변호사, 브라질에서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기인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전략을 논하다
코브레 & 김의 Ben Sirota 변호사는 IREE(Instituto para Reforma das Relações entre Estado e
Empresa, 국가-기업 관계 개혁 기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및 기타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에 관한 브라질과 미국 법제를 비교하는 웨비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ben-sirota-litigation-strategies-privatedamages-actions-cartel-conduct-brazil
2020 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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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여성 이니셔티브(Women’s Initiative),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중 글로벌 증거개시 수단
에 관한 전원 여성 패널 토론 개최
5월 6일 코브레 & 김의 여성 이니셔티브(Women’s Initiative)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 세계적 혼
란 중 국제 사건과 관련 협상을 둘러싼 법적 사안을 논하는 전원 여성 사교 시간과 패널 토론을 개최하였습니
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kobre-kim-women-initiative-all-womenpanel-global-discovery-tools-covid-19-disruption
2020 04 28
코브레 & 김, 초고액 소송실무 가상 패널 주최
코브레 & 김은 5월 5일부터 12일에 걸쳐 “ 초고액 개인 자산가와 국제 소송 실무: 고유한 도전과 전략적 기
회” 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가상 패널을 주최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kobre-and-kim-to-host-first-ever-virtualconference
2020 04 24
Nicholas Surmacz 변호사,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의 우수한 젊은 변호사 40인에 수록
코브레 & 김에서는 이번Global Investigations Review (GIR)의 “우수한 젊은 변호사 40인” 명부 3판에 이
름을 올린 Nicholas Surmacz 변호사의 쾌거를 축하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nicholas-surmacz-ranked-in-globalinvestigations-review-40-under-40
2020 04 16
Who’s Who Legal, 코브레 & 김 변호사 14명을 자산 회수 분야의 선도적 실무가로 수록
Who’s Who Legal에서 최근 발표한 전 세계 실무가 순위의 2020년 자산회수 실무분야 분석에 자랑스럽게
도 코브레 & 김 변호사 14명이 선도적 실무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whos-who-legal-fourteen-kobre-kimlawyers-leading-practitioners-asset-recovery
2020 04 13
Hartley West 변호사, 코로나19 시기의 사무직 소송을 논하는 웨비나 참여
코브레 & 김의 Hartley West 변호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사무직 소송을 논하는 온라인 패널 토론에
합류합니다. 여성 사무직 변호협회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지부 및 연방 법원 변호사협회가 공동 개최
하는 본 웨비나는 태평양 표준시로 4월 15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hartley-west-webinar-white-collar-litigationcovid-19
2020 04 10
Robin Rathmell 변호사와 Polly Wilkins 변호사, 고액의 국제 개인 고객 송무 관리 논의
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 변호사와 Polly Wilkins 변호사는 4월 15일 미국 동부 일광절약 표준시로
오전 9시, 영국 일광절약 표준시로 오후 2시에 The Private Client Global Elite와 공동으로 웨비나를 주최
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obin-rathmell-polly-wilkins-internationalprivate-client-litigation
2020 04 8
코브레 & 김, Bloomberg Philanthropies 코로나19 지방자치단체 대응 사업과 협업하여 지원금 효과
극대화 방안 논의
코브레 & 김 창립 파트너 Steven Kobre와 뉴욕 파트너 William McGovern 변호사는 Bloomberg
Philanthropies 코로나19 지방자치단체 대응 사업과 협업하여 4월 7일 화요일 전미 시장 협회(U.S.
Conference of Mayors)에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kim-bloomberg-philanthropiescovid-19-local-response-initiative
2020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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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De Luca 변호사, 감염병 대유행 시기의 사업 전략 웨비나 참가
코브레 & 김의 Martin De Luca 변호사는 3월 31일 브라질 로펌 Cascione에서 개최하는 웨비나에 합류하
여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향을 논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rtin-de-luca-webinar-pandemicbusiness-strategies
2020 03 27
Matthew Boucher, Benjamin Sirota 및 Hartley West 변호사, 반독점 형법을 다루는 ABA 웨비나
진행
코브레 & 김의 Matthew Boucher, Benjamin Sirota 및 Hartley West 변호사는 미국 동부 하절기 시간으
로 4월 2일 정오에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와 Zoom 화상회의를 열어 반독점
형법 분야의 추세를 논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tthew-boucher-benjamin-sirota-hartleywest-host-aba-webinar-criminal-antitrust
2020 03 27
코브레 & 김, Bloomberg Philanthropies와 손잡고 연방 코로나19 지원을 신청하는 시정부에 법률자
문 제공
코브레 & 김은 Bloomberg Philanthropies와 공동으로 미국의 각 시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지
원하는 각종 연방 지원책 접근, 활용 및 정보 입수를 돕는 뜻깊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kim-bloomberg-philanthropiescities-federal-covid-19-aid
2020 03 17
코브레 & 김, 2020년 케이맨 장애인 지원 재단의 모금 조찬행사 후원
코브레 & 김은 2020년 3월 11일 리츠칼튼 그랜드 케이맨 호텔에서 2020년 케이맨 장애인 지원 재단의 모
금 조찬행사를 후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브레 & 김을 포함한 2개 단체가 후원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kobre-kim-sponsors-special-needsfoundation-cayman-breakfast-fundraiser
2020 03 4
Vasu Muthyala 변호사, 위기관리에 대한 ALB 사내 변호사 컨퍼런스 패널 토론 사회 담당
코브레 & 김의 Vasu Muthyala 변호사가 2월 27일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Asian Legal Business 사내
변호사 법률 컨퍼런스에서 패널 토론 사회를 보았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vasu-muthyala-moderates-alb-in-housesummit-panel-crisis-management
2020 02 28
Michael Kim 변호사, Benchmark Litigation의 올해의 국제 중재 변호사 선정
Michael Kim 변호사가 지난밤 Benchmark Litigation으로부터 미국 분야 올해의 국제 중재 변호사 상을 수
여 받았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michael-kim-benchmark-litigationinternational-arbitration-attorney-of-the-year
2020 02 28
코브레 & 김,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여 Katherine Johnson을 기리다
코브레 & 김은 흑인 역사의 달을 기하여 법조계 내외에서 특출난 기여를 해온 아프리카계 미국인 위인들을
반추합니다. 이번 달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법인은 유감스럽게도 지난주 세상을 떠나신 NASA의 수학자,
Katherine Johnson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kim-honors-katherine-johnsonblack-history-month
2020 02 26
Scott Hulsey 변호사, Fletcher 정치적 리스크 컨퍼런스 2020에서의 패널 토론 참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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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Scott Hulsey 변호사가 2월 28일 매사추세츠 메드퍼드에서 개최되는 Fletcher 정치적 리스
크 컨퍼런스 2020에서 변화하는 기업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를 논의하기 위해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
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scott-hulsey-panel-fletcher-political-riskconference-2020
2020 02 25
Robin Rathmell 변호사, 민사 및 형사 사기 절차에서 수탁자의 역할을 논하다
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 변호사는 2월 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LegalWeek의 2020년 신
탁 및 재단 소송 포럼에서 Addys Schmitt, Sue Millar 및 Brian Lacy와 토론에 참여하여 민사 및 형사 사기
절차에서 수탁자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obin-rathmell-trustees-civil-criminal-fraudproceedings
2020 02 24
Rebecca Hume 변호사, 2020년 자산 회수 국제 학술대회 공동 의장으로 참여
코브레 & 김의 Rebecca Hume 변호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자산 회수
국제 학술대회에 공동 의장 및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ebecca-hume-co-chair-asset-recoveryinternational-2020
2020 02 21
코브레 & 김,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여 Mae Jemison을 기리다
코브레 & 김은 흑인 역사의 달에 기하여 법조계 내외에서 특출난 기여를 해온 아프리카계 미국인 위인들을
반추하는 바, 이번에는 우주 비행사이자 의사인 Mae Jemison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kim-honors-mae-jemison-blackhistory-month
2020 02 14
코브레 & 김,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여 Cecil F. Poole을 기리다
코브레 & 김은 흑인 역사의 달에 기하여 법조계 내외에서 특출난 기여를 해온 아프리카계 미국인 위인들을
반추하는 바, 이번에는 판사이자 변호사인 Cecil F. Poole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kim-honors-cecil-f-poole-blackhistory-month
2020 02 7
코브레 & 김,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여 Charlotte Gray를 기리다
코브레 & 김은 흑인 역사의 달에 기하여 법조계 내외에서 특출난 기여를 해온 아프리카계 미국인 위인들을
반추하는 바, 이번에는 변호사이자 여성 투표권 운동가인 Charlotte Gray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honors-charlotte-grayfor-black-history-month
2020 02 5
Evelyn Sheehan 변호사, LegalWeek와 함께 민간 부문의 고객 변호업의 범죄화 논의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가 2월 7일 멕시코 플라야 델 카르멘에서 개최되는 LegalWeek의
아메리카 민간 부분의 고객 포럼(Private Client Forum)에서 동료 변호사들로 구성된 패널 토론과 함께 변
호업의 범죄화 및 변호사-고객 특권 약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evelyn-sheehan-criminalization-of-privateclient-profession-legalweek
2020 02 3
Evelyn Sheehan 변호사, 미국 파산 연구소와 범죄 수익금 분배 논의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가 2월 4일 산후안에서 개최되는 미국 파산 연구소의 카리브해 도산
심포지엄에서 몰수 자산의 분배로 인한 갈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evelyn-sheehan-division-of-proceeds-of9

crime-american-bankruptcy-institute
2020 01 21
Jalil Asif QC, STEP Cayman 2020에서 대안적 분쟁해결 논의
코브레 & 김의 Jalil Asif QC(왕실고문변호사)는 1월 22일 수요일 그랜드케이맨에서 열리는 STEP Cayman
의 2020 국제 재산 구조화 토론회에(International Wealth Structuring Forum)에 특별 연사로 참여합니
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alil-asif-discusses-alternative-disputeresolution-at-step-cayman
2020 01 21
코브레 & 김, 2020 기업평등지수에서 최고점 기록
코브레 & 김은 Human Rights Campaign Foundation의 직장내 성소수자 평등을 평가하는 연차 평가표에
서 100%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kim-top-marks-2020-corporateequality-index
2020 01 16
정상급 민사소송 변호사 Zachary Rosenbaum, 뉴욕에서 코브레 & 김 합류
고액 민사 분쟁에서 오랜 기간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어온 경험 많은 소송 변호사인 Zachary D.
Rosenbaum이 코브레 & 김 뉴욕 사무실에 합류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kim-adds-accomplished-litigatorin-new-york
2020 01 15
Rebecca Hume 변호사, 국제 도산 연구소(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에서 국제 자산 회
수 전략 발표
1월 16일 코브레 & 김의 Rebecca Hume 변호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국제 도산 연구소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의 미국/캐나다/카리브해 및 중남미 지역 회의 패널 토론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ebecca-hume-shares-asset-recoverystrategies-with-international-insolvency-institute
2019 12 19
코브레 & 김, Jia Yueting의 제11장 사건 캘리포니아로 이송 성공
중국 억만장자 Jia Yueting의 개인 제11장 사건이 미국 연방 파산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델라웨어에서 캘
리포니아로 이송되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kim-wins-transfer-jia-yuetingchapter-11-to-california
2019 12 5
유명 역외 소송 변호사 Ulrich Payne, 케이맨 제도에서 코브레 & 김에 합류
명성이 자자한 역외 및 역내 소송 변호사인 Ulrich Payne 변호사가 1월 케이맨 제도 사무소 파트너로 코브
레 & 김에 합류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kim-adds-litigator-ulrich-paynecayman-islands
2019 12 4
Martin De Luca 변호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반부패 정책, 윤리와 청렴에 관한 패널 토론 참여
전직 미국 법무부 검사이며 상파울루에서 활동하는 Martin De Luca 변호사는 12월 5일 리우데자네이루 주
에서 열리는 반부패 정책, 윤리 및 청렴에 관한 제1차 국제 CGE RJ(리우데자네이루주 감사원장) 회의 패널
토론에 특별 연사로 참여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rtin-de-luca-joins-panel-anti-corruption10

rio-de-janeiro-brazil
2019 12 3
Rebecca Hume 변호사, INSOL International과 RISA와 함께 역외 부도 사안 논의
코브레 & 김의 Rebecca Hume 변호사는 INSOL International과 RISA가 12월 5일 목요일 나소에서 개최
하는 원데이 세미나에서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와 영국에서 온 발표자 패널 토론
에 합류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ebecca-hume-on-offshore-insol-issues
2019 11 18
Rebecca Hume 변호사, RISA와 South Square 2019년 회의 공동의장 선임
코브레 & 김의 Rebecca Hume 변호사는 11월 18일 그랜드케이맨에서 개최하는 RISA와 South Square
공동개최 제5차 연례회의에서 공동의장을 맡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ebecca-hume-co-chairs-2019-risa-southsquare-conference
2019 10 29
코브레 & 김,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의 2019년 100대 로펌 수록
코브레 & 김이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100 기업 조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로펌으로 꼽혔습니
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kim-global-investigations-review100-firms
2019 10 2
Martin De Luca 변호사, 제4차 국제 준수 회의에서 중남미에서의 조사 수행에 관한 논의 주도
10월 10일 목요일, 코브레 & 김의 Martin De Luca 변호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 윤리와 준
수 협회(AAEC) 및 Refinitiv가 개최하는 제4차 국제 준수 회의에서 중남미에서의 조사 수행에 따르는 도전
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rtin-de-luca-investigations-latin-americaiv-international-compliance-congress
2019 09 25
Marcus Green 변호사, 중재 판정 집행에 관한 3차 연례 회의에서 집행 가능한 판정의 특수한 요소를 다
룬 패널 토론 진행 예정
9월 26일 수요일 코브레 & 김의 Marcus Green 변호사는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열리는 Juris
Conferences의 중재 판정 집행에 관한 3차 연례 회의에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rcus-green-moderates-panel-exploringenforceable-awards
2019 09 24
Vasu Muthyala 변호사, IBA 서울에서 형사절차상 이중위험 논의
홍콩에서 활동하는 정부 집행 방어 전문 Vasu Muthyala 변호사는 올해 9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변
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연차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vasu-muthyala-on-double-jeopardy-at-ibaseoul
2019 09 20
코브레 & 김, 제27회 IAKL 연차 총회에서 인공지능 증강 소송과 사무직 범죄 수사 발표
코브레 & 김의 Daniel Lee 및 Kunhee Cho 변호사는 9월 19일에서 21일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한
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제27회 연차 총회에서 내부조사에서 인공지
능에 이르는 법조 산업의 새로운 사안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kobre-kim-speaks-on-ai-enhancedlitigation-and-criminal-investigations-at-iakl
2019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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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변호사, NAPABA 동북 지역/AABANY 가을 연합 회의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그 한계 논
의
9월 21일 토요일에 코브레 & 김의 Nathan Park 변호사는 각 국가별 프라이버시 보호 및 그 한계를 뉴욕시
포드햄 로스쿨에서 열리는 NAPABA 동북 지역/AABANY 가을 연합 회의에서 논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nathan-park-talks-privacy-protectionsnapaba-aabany-fall-conference
2019 09 11
Adriana Riviere-Badell 변호사, OffshoreAlert에서 주최하는 중남미 회의에서 자산 회수 경향 발표
코브레 & 김의 Adriana Riviere-Badell 변호사가 상파울루에서 9월 16일에 열리는 OffshoreAlert 개최 중
남미 회의 패널 토론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남미 자산 회수: 전문가가 전하는 조언(2부)’라는 제목이 붙
은 본 패널 토론에서는 최고의 국제 사기 및 자산 회수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중남미 지역에서 성공적인 회수
노력을 둘러싼 새롭고 지배적인 사안을 논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adriana-riviere-badell-speaks-assetrecovery-trends-offshorealert-latin-america-conference
2019 08 20
Human Rights First, 코브레 & 김에 2019년 Marvin E. Frankel 상 수여
코브레 & 김이 법률봉사에 대한 탁월한 헌신을 인정하여 수여하는 Human Rights First의 Marvin E.
Frankel 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로펌은 여러 망명신청자와 그 가족을 대리하면서 Human Rights First와 협
력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human-rights-first-awards-kobre-andkim-with-2019-marvin-e-frankel-award
2019 08 19
Vasu Muthyala 변호사, 인도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반부패 및 해외부패방지법 강의
코브레 & 김의 Vasu Muthyala 변호사가 8월 21일 뉴델리의 인도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반부패 및 해외부패
방지법 준수에 대한 강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인도의 반부패 현황 및 새로운 세계적 반부패 정책이
인도와 해외의 기업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vasu-muthyala-teaches-a-master-class-onanti-corruption-and-the-fcpa-at-amcham-india
2019 07 22
Vasu Muthyala 변호사, 워싱턴 DC에서 반부패 및 준수 워크숍 진행
코브레 & 김의 Vasu Muthyala 변호사는 7월 23일 워싱턴 DC에서 American Conference Institute의 고
위험 시장에서의 반부패 준수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vasu-muthyala-conducts-anti-corruptionand-compliance-workshop
2019 07 8
코브레 & 김, 최초의 이스라엘 Desk League 순위에서 소송 순위권 자리매김
코브레 & 김은 최초의 이스라엘 책상리그 순위에서 소송 분야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이는 저희 법인이 이스
라엘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업무,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변호사업을 하는 유일한 미국 법무부 검사 출신
인 Robert Henoch 변호사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and-kim-ranks-for-litigation-inisrael-desks-league
2019 07 2
Vasu Muthyala 변호사, TRACE 뇌물수수 및 경제범죄 회의에서 폭스바겐과 준수 문제 논의
6월 26일 수요일 코브레 & 김의 Vasu Muthyala 변호사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TRACE International
뇌물수수 및 경제범죄 회의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 폭스바겐 이야기’ 세션의 좌장을 맡았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vasu-muthyala-discusses-volkswagen-andcompliance-at-the-trace-bribery-and-economic-crime-summit
2019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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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 Rathmell 변호사, STEP Israel에서 크로스보더 자산 몰수
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 변호사는 6월 19일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STEP Israel 연례 회의에서 신탁
재산을 크로스보더 자산 몰수로부터 변호하는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obin-rathmell-discusses-cross-borderasset-forfeiture-at-step-israel
2019 06 18
William McGovern 변호사, 연간 이민법 학회에서 미국 이민단속의 변화 논의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인터폴의 적색경보를 근거로 외국인을 미국 내에서 구
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william-mcgovern-discusses-shifting-usimmigration-enforcement
2019 06 13
Adam Lavine 변호사, 국제부도학회 차세대 프로그램에서 자산 회수 전략 논의
6월 16일 일요일에 코브레 & 김 변호사 Adam Lavine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제19회 연간 국제
부도학회의 차세대 지도자 프로그램에서 크로스보더 부도 사건의 자산 회수 전략을 다룬 패널 토론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adam-lavine-discusses-asset-recoverystrategies-at-iii-nextgen
2019 06 12
코브레 & 김, 영국에서의 크로스보더 분쟁 해결 역량을 한층 강화할 Nick Cherryman 변호사 영입
6월 12일 수요일 런던 – 런던의 선두적인 국제 상사분쟁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은 Nick Cherryman 변호
사가 이번 달 코브레 & 김 런던 사무실에 파트너로 합류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nick-cherryman-bolsters-kobre-andkims-cross-border-disputes-capabilities
2019 06 10
Sean Buckley, Scott Hulsey, Beau Barnes 변호사가 미국 기업, 국가안보 및 중국에 관하여 미중무
역전국위원회(USCBC)에서 강연
코브레 & 김 소속의 Sean Buckley, Scott Hulsey, Beau Barnes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고객을 국
가안보 분쟁 및 수사와 관련하여 대리하는 전문가로서, 최근 미중 관계에서 중요하게 부상하는 “국가 안
보”를 주제로 6월 10일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에서 강연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sean-buckley-scott-hulsey-beau-barnesspeak-to-the-uscbc
2019 06 5
Evelyn Sheehan 변호사, 내부 조사 수행에 따르는 어려움 논의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가 6월 6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는 Latin Lawyer의 GIR Live 반
(反)부패 활동 및 조사 심포지엄에서 준수 조치 이행을 위해 유능하고 믿음직한 변호사를 선택할 때 고려할
핵심 요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내부 조사에 따르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패널 토론에 참석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evelyn-sheehan-discusses-the-challengesof-conducting-internal-investigations
2019 06 3
Farrington Yates 변호사, 사기와 부도 상황에서 포럼 쇼핑 문제 논의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크로스보더 부도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하며, 그 결정에는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까요? 6월 3일 코브레 & 김의 Farrington Yates 변호사가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KNect의 중남미 자산 회복
학회에서 ‘포럼 쇼핑’이라는 패널 토론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farrington-yates-discusses-forum-shoppingissues
2019 06 3
John Han과 Wade Weems 변호사,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시아의 불공정경쟁관행에 관한 세미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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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코브레 & 김의 John Han과 Wade Weems 변호사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시아에서의 지식재산권 도용
과 위조 등 불공정사업관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다루는 세미나 토의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ohn-han-wade-weems-lead-seminar-onunfair-competition
2019 05 29
Wade Weems 변호사 팀, Heywon Shin과 함께 자발적 공개 소개
코브레 & 김의 크로스보더 형사 사건 및 미국 정부 집행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 미국 연방 검사
Wade Weems 변호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홍콩)(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Hong
Kong))의 글로벌 경제 부분의 부사장인 Heywon Shin과 함께 자발적 공개에 대한 예시 및 핵심 경로를 전
달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wade-weems-with-heywon-shin-voluntarydisclosure
2019 05 20
Martin De Luca 변호사, 브라질에서의 ACI 제9회 반부패 정상회담에서 횡령 자산 추적 및 회수에 대한
토론 진행
브라질 역사에서 가장 큰 공적 뇌물 사건 중 하나에 이어, 반-부패는 브라질 마켓과 관계된 자들이 고려할 더
욱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rtin-de-luca-on-embezzled-asset-tracing
2019 05 15
Farrington Yates 변호사, BTG Global Advisory의 연례 회의에서 소송 금융 논의
코브레 & 김의 Farrington Yates 변호사는 5월 15일 토론토에서 열리는 BTG Global Advisory의 연례 회
의에서 소송 금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로 합류하게 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farrington-yates-discusses-litigationfinance-at-btg
2019 05 14
Daniel Lee 변호사, 내부 조사 수행에 대한 도전과제 논의
서울 소재 Daniel Lee 변호사는 5월 9일 서울에서 열린 ALB 한국 반-부패 포럼(the ALB Korea AntiCorruption Forum)의 패널로서 대한민국 및 해외에서의 효과적인 내부 조사 수행에 대한 우수 사례를 논의
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daniel-lee-on-the-challenges-of-conductinginternal-investigations
2019 05 10
John Han 변호사 및 Randall Arthur 변호사, 싱가포르 KNect에서 자산 추적 및 회수 전략 논의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의 초기 단계에 있거나 논쟁적 파산 또는 소송 과정의 중간에 있더라 하더라도, 채
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회수는 여러 관할권이 얽혀 있는 경우 특히 어렵습니다. 홍콩 소재 코브레 & 김 John
Han변호사와 Randall Arthur변호사는 5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KNect의 Asset Recovery Asia 컨
퍼런스에서 고객이 사기범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ohn-han-randall-arthur-explore-assettracing-and-recovery
2019 05 8
Jian Wu 변호사, 중국 투자자와 아프리카 현지 파트너 간의 분쟁 해결 논의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로 인한 국가간 파트너쉽 증가는 아프리카 신
흥 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투자자에게 상당한 재무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필연적으로, 이러한 관계의
일부가 무너지게 되면,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걸친 합작 투자 분쟁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ian-wu-discusses-dispute-resolutionbetween-chinese-investors-and-local-african-partners
2019 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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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vin Koo 변호사 및 Vasu Muthyala 변호사, 금융기관 자문 및 내부조사 관리 발표
코브레 & 김에서 다국적 정부 집행 및 규제 조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Calvin Koo변호사와 Vasu
Muthyala 변호사는 5월 8일 Legal Plus의 “당신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진행될 세미나에서
홍콩의 금융기관 및 관련 전문가를 둘러싼 최근의 이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calvin-koo-and-vasu-muthyala-on-advisingfinancial-institutions
2019 04 30
Marcus Green 변호사, 소송 금융 관련 General Counsel Forum에서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논의
코브레 & 김의 Marcus Green 변호사는 5월 1일 뉴욕시에서 Momentum Events의 소송 금융에 관한
General Counsel Forum에서 케이스 언더라이팅의 단계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워크샵 패널 토론
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rcus-green-discusses-the-process-ofunderwriting-at-the-general-counsel-forum-on-litigation-finance
2019 04 23
David McGill 변호사, 디지털 화폐 강제 집행을 주제로 패널 토론 진행
재무 및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코브레 & 김의 David McGill 변호사는 4월 26일 열릴 미국변호사협회
(ABA)가 주최한 제5회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및 가상화폐공개 (ICO) 국립 연구소 이벤트에서 해당 분야의
강제 집행 및 규제 조치에 관한 디지털 화폐 전문가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david-mcgill-moderates-a-panel-onenforcement-actions-involving-digital-currency
2019 04 23
Jason Masimore 변호사, 모스크바의 대규모 채권 회수 컨퍼런스에서 자산 회수에 대한 관할권의 역할 논
의
런던 소재 변호사이자 전 미국 법무부(DOJ) 검사 출신인 Jason Masimore 변호사는 4월 1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Legal Insight의 대규모 채권 회수 컨퍼런스에서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대안: 해외 민사 및 형사법
집행"이라는 제목의 패널 발표를 통해 국가간, 자산 회수 문제에 있어서 현금화를 위한 최고의 전략을 설정
시 법률 전문가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논의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ason-masimore-discusses-the-power
2019 04 23
William McGovern 변호사, 현재의 미국-중국간 기후 소송 및 규제 위험 논의
아시아 전역에 걸쳐 정부 집행의 방어 경험을 갖춘 William McGovern 변호사는 동료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중국에서 사업
을 운영하는 회사 및 개인이 직면하는 위험 및 일반적 함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william-mcgovern-discusses-litigation
2019 04 22
Robin Rathmell 변호사, 모스크바 대규모 채권 추심 컨퍼런스에서 해외 소송펀드 논의
대부분의 보통법 관할권에서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면서 소송펀드가 국제 분쟁의 재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obin-rathmell-discusses-litigation-funding
2019 04 12
John Han 변호사, CDR에서 CPA Global 상대로 Saga 특허 과다 청구 논의
코브레 & 김의 John Han 변호사는 최근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에서 특허갱신 서비스에 대한 과
다 청구 혐의로 CPA Global을 상대로 이루어진 수사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john-han-speaks-with-cdr-on-patentovercharging-saga-against-cpa-global
2019 04 10
Jason Masimore 변호사, 미국이 당면한 신병인도 케이스 주의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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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런던사무소 변호사이자, 전 미국 법무부 검사 출신인 Jason Masimore 변호사는 최근 우크라
이나 키예프에서 4 월 5 일 개최된 International Criminal Law Forum 2019에서 "미국 정부가 당면한 신
병인도 케이스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ason-masimore-on-what-to-consider
2019 04 10
John Han 및 Hartley West 변호사, 자산회수 노력에 있어 미국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싱가포르 사내변
호사협회 (ACC)와 논의
자산회수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 해외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법원 명령을 이행하
고 채무자에게 큰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집행력에 힘을 보태 공격적인 수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사
정보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자산회수 전략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ohn-han-and-hartley-west
2019 04 9
Leif Simonson 변호사, 미국변호사협회 (ABA) 연례 회의에서 국제 중재 및 판결 집행 논의
코브레 & 김의 Leif T. Simonson 변호사는 국가간 분쟁, 판결 집행 및 자산 회수에 관한 그의 경험을 공유하
기 위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미국변호사협회 (ABA) 연례 회의에 참석할 예
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leif-simonson-to-deliver-talks-oninternational-arbitration
2019 04 1
Daniel Saval 변호사, 싱가폴 INSOL 국제 컨퍼런스에서 암호자산 추심 전략 논의
코브레 & 김의 Daniel Saval 변호사는 4월 4일 싱가폴에서 개최될 INSOL 국제 연례 지역 컨퍼런스에서 고
위험 도산(insolvency)과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daniel-saval-explores-strategies-for-cryptoasset-recovery-at-the-insol-international-conference-in-singapore
2019 04 1
코브레 & 김, Sky Solar Holdings 창립자를 상대로 1,400만 달러 승소 판결 이끌어내
코브레 & 김은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케이만 제도의 Sky Solar Holdings 주식회사 창립
자인 Weili Su를 상대로 약 1,400백만 달러 규모의 중재 판정에 대한 뉴욕 주 연방 법원의 확정 판결을 이끌
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scores-victory-in-14mjudgment-against-sky-solar-holdings-founder
2019 03 29
Steven Kobre 변호사, 하버드국제중재법학회(HIALSA)와 중재 보상금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 대담
코브레 & 김 공동 창립자인 Steven Kobre 변호사는 4월 1일 하버드국제중재법학회(Harvard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Students Association)가 주최하는 2018-19년도 국제 중재 워크숍에 중
재의 막바지 단계인 중재 보상금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주제로 마지막 세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steven-kobre-talks-recognition-andenforcement-of-arbitral-awards-with-hialsa
2019 03 26
Rebecca Hume 변호사, Financial Poise와 함께 주주분쟁 해결에 대한 웹세미나에 패널로 참석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ebecca-hume-delivers-webinar-onresolving-shareholder-disputes-with-financial-poise
2019 03 20
조건희 변호사,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유럽 컨퍼런스에서 국가 간 판정 집행 논
의
코브레 & 김의 조건희 변호사는 3월 2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9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유
럽 컨퍼런스에서 성공적인 글로벌 자산 추심 프로젝트를 집행하기 위한 주요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 간
판정 집행에 대한 그의 풍부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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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kunhee-cho-discusses-cross-borderjudgment-enforcement-at-the-iakl-european-conference-in-austria
2019 03 18
코브레 & 김, ICSID로부터 미국 연방 지방법원의 ConocoPhillips 소송에 기록적인 보상금 지급 판정 이
끌어내
코브레 & 김은 다른 법률 자문사와 함께 미국 석유회사 ConocoPhillips를 대리하여,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
대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중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
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and-counsel-takesrecord-icsid-award-to-us-district-court-for-conocophillips
2019 03 7
Steven Kobre 변호사와 Nathan Park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런치세미나에서 국제중재 논의
점점 더 많은 한국 관련 거래의 당사자들이 법원 밖에서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steven-kobre-and-nathan-park-discusscross-border-arbitration-at-lunch-seminar-with-kcab-international
2019 03 7
Kiran Unni 변호사, C5와 함께 기업 사기 수사에서의 소송 특권 논의
사기 및 반부패 관련 이슈에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한 코브레 & 김의 Kiran Unni 변호사는 3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C5의 제13회 사기, 자산 추적 및 추심 (Fraud, Asset Tracing and Recovery) 컨퍼런
스를 통해 기업 수사에서 소송 특권의 변화하는 범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kiran-unni-discusses-litigation-privilege-incorporate-fraud-investigations-with-c5
2019 02 27
Rebecca Hume 변호사, KNect365의 자산 회수 국제 컨퍼런스 공동 의장으로 선임
국제 판결집행 및 자산추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코브레 & 김의 Rebecca Hume 변호사는 3월 1
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될 올해의 자산 회수 국제 컨퍼런스의 공동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ebecca-hume-co-chairs-knect365s-assetrecovery-international-conference
2019 02 27
Vasu Muthyala 변호사, 인도의 기업윤리 및 준법감시 검토
코브레 & 김의 Vasu Muthyala 변호사는 2월 27일에 인도 사내변호사 회의에서 기업의 책임 및 윤리 준법
감시에 대한 토론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vasu-muthyala-examines-corporate-ethicsand-compliance-in-india
2019 02 25
Jef Klazen 변호사, 사기 사건에서의 신탁해지 및 자산회수 논의
국제 자산 추적 및 회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Jef Klazen 변호사는 3월 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
될 KNect365의 법적 자산 회수 국제 회의에서 “자산보호신탁: 그들을 부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토론회의 일환으로, 미국의 자산보호신탁을 살펴보고,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려고 시도하는 개인들을
막는 방법에 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ef-klazen-to-discuss-breaking-trusts-andrecovering-assets-in-fraud-cases
2019 02 20
Leif Simonson 변호사, iLaw 2019에서 국제 소송의 현 상황 논의
코브레 & 김의 Leif Simonson 변호사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2월 22일에 개최될 국제법에 대한 iLaw
2019 ILS 글로벌 포럼에서 국제소송과 관련한 사건 동향 및 최근 판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동료 전문가들
의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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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leif-simonson-discusses-the-current-stateof-international-litigation-at-ilaw-2019
2019 02 13
Benjamin Sauter 변호사, 세계변호사협회(IBA) 아시아태평양지역포럼에서 아시아에서의 암호화폐 논
의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2월 28일에 세계변호사협회의 아시아태평양포럼에서 암호화폐
를 둘러싼 규제 및 정책 환경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benjamin-sauter-discusses-cryptocurrencyin-asia-at-the-iba-asia-pacific-regional-forum2019 02 13
Jeremy Hollembeak 변호사, Ultra-Petroleum, 원금 및 이자 조기상환 수수료, 파산 소송 논의
Jeremy Hollembeak 변호사는 파산 및 채무자-채권자 소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2월 19일 미국변호사
협회가 개최하는 웨비나에서 Ultra-Petroleum 관련 사건에 대한 미국 제5 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 조기상환 수수료 처리의 변화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eremy-hollembeak-to-deliver-webinar-onultra-petroleum--make-whole-premiums-and-bankruptcy-litigation
2019 02 8
Beau Barnes 변호사, 미국의 2018년도 베네수엘라 제재 집행 검토
Beau Barnes 변호사는 2018 미국 제재 연간 검토”라는 주제로 2월 19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미국변
호사협회 행사에서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국 제재의 발전 및 집행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에 참여
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beau-barnes-examines-us-enforcement-ofvenezuelan-sanctions-in-20182019 02 6
Jason Masimore 변호사, Citywealth 지에서 미국 자산 관리 자문의 미래 논의
코브레 & 김의 런던 소재 Jason Masimore 변호사는 영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주목하는 Citywealth 지를 통
해 미국 자산 시장의 고액 자산가와 그 가족들을 위한 자산 관리 자문의 미래에 관하여 담화를 나누었습니
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jason-masimore-discusses-the-future-ofus-wealth-advisement-in-city-wealth-magazine
2019 02 5
Robin Rathmell 변호사, Cambridge 포럼에서 고액 자산가의 자산 몰수 방어 검토
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 변호사는 2월 11일 Cambridge 포럼의 ‘고액 자산가의 자산 및 자산 관리
자 보호 세미나’에서 국내와 역외금융 지역 자산 몰수 소송 사이의 관계에 관해 분석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obin-rathmell-explores-private-clientasset-forfeiture-defense-at-the-cambridge-forum
2019 01 30
Jake Chervinsky 변호사, Forbes 지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정 논의
코브레 & 김의 Jake Chervinsky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와 미
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현황에 관하여 Forbes지와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jake-chervinsky-speaks-with-forbesabout-cryptocurrency-exchange-regulation
2019 01 30
Andrew Stafford 칙선 변호사, Law 360에서 브렉시트가 유럽 연합 내 판결에 미치는 영향 논의
코브레 & 김의 Andrew Stafford 칙선 변호사는 Law 360에서 브렉시트(Brexit) 상황으로 인한 유럽 내 판
결 집행에 대한 잠재적 문제점을 논의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andrew-stafford-qc-discusses-theimpact-of-brexit-on-judgements-within-the-eu-with-law-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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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29
Jalil Asif QC와 William McGovern 변호사, STEP Cayman 2019에서 자산 구조화 검토
코브레 & 김의 Jalil Asif 칙선 변호사와 William McGovern 변호사는 STEP Cayman의 2019년 국제 자산
구조화 포럼에서 국제 자산 구조화 및 크로스보더 소송에 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alil-asif-qc-and-william-mcgovern-explorewealth-structuring-and-cross-border-litigation-at-step-cayman-s-2019-international-wealthstructuring-forum
2019 01 28
J George Utlik 변호사, 최근 러시아와 CIS 당사자들이 관련된 소송 및 중재를 비롯하여 외국인 소송을 도
울 미국 디스커버리 과정의 효과적인 사용법 논의
세계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 미국 연방 법전 1782 조항에 따른 미국의 디스커버리 과정은 외국
국적의 소송인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george-utlik-discusses-effective-use-of-usdiscovery-tools-in-aid-of-foreign-proceedings--including-recent-litigation-and-arbitrationsinvolving-russian-and-cis-parties
2019 01 22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소송 자금 조달 - 실시간 웨비나
1월 22일 화요일 코브레 & 김의 이스라엘 소재 지적재산권 전문 Michael Rosen 변호사와 샌프란시스코 소
재 Michael Ng 변호사는 이스라엘 기업 및 투자자들이 누릴 수 있는 소송 자금 조달 업계의 혜택과 법적 청
구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litigation-funding-for-israeli-companies--live-webinar
2019 01 17
Jonathan Cogan 변호사, McDonnell 판결 이후 공공 부패 재판의 양상 검토
코브레 & 김의 Jonathan Cogan 변호사는 1월 23일 뉴욕의 연방 변호사 협회가 주최하는 “맥도넬
(McDonell) 판결 이후 공공 부패 재판의 양상”이란 세미나에서 맥도넬 대 미국 정부 소송 건이 주요 부패 소
송 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전문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onathan-cogan-examines-publiccorruption-trials-post-mcdonnell
2019 01 17
John Han과 Ryan Middlemas 변호사, Lexis Nexis에서 홍콩 디스커버리 논의
코브레 & 김의 홍콩 사무소에 근무하는 John Han과 Ryan Middlemas 변호사팀은 Lexis Nexis에서 홍콩
분쟁 소송 및 디스커버리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john-han-and-ryan-middlemas-discusshong-kong-discovery-in-lexis-nexis
2019 01 4
역외 금융 지역 전문 Rebecca Hume 과 Peter Tyers-Smith 변호사, ABI의 카리브 해 도산 심포지엄
에서 크로스보더 도산 검토
역외 금융 지역 전문 Rebecca Hume, Peter Tyers-Smith 변호사는 ABI의 카리브 해 도산 심포지엄에서
크로스보더 도산에 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offshore-lawyers-rebecca-hume-and-petertyers-smith-explore-cross-border-insolvency-at-abi-s-caribbean-insolvency-symposium
2018 12 14
코브레 & 김, 중국의 억만장자 Jia Yueting을 상대로 미국 법원의 금지 명령 받아내다
코브레 & 김은 테크 계열 대기업 Le.com 과 LeEco를 설립한 중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Jia Yueting을 상대로
한 중재 보상 집행에서 또 다른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wins-uscourt-restrainingorder-against-chinese-billionaire-jia-yueting-in-international-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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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0
코브레 & 김. 중국의 억만장자 Jia Yueting을 상대로 국제 집행 명령 받아내다
코브레 & 김은 Le.Com 및 LeEco를 설립한 중국 테크 재벌 갑부 Jia Yueting을 상대로 한 중재 보상 집행에
서 중요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1월 베이징 중재 위원회(Bejing Arbitration Commission)가 Jia
Yueting을 상대로 내린 이 중재 보상은 To-Win 캐피털 그룹 주식회사에게 주어졌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wins-order-againstchinese-billionaire-jia-yueting-in-international-enforcement2018 12 5
코브레 & 김, 2019년도 법률 전문지에서 최고 순위 기록
본 로펌과 소속 변호사들은 Chambers & Partners 와 The Legal 500으로부터 지난 해의 성과를 인정받았
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receives-top-rankings-in2019-legal-directories
2018 12 3
Vasu Muthyala 변호사, 중동 FCPA 집행 사안 검토
전 미국 법무부 검사 출신 Vasu Muthyala 변호사는 12월 6일 홍콩에서 열리는 제7회 Duxes 반부패 준법
감시 아시아-태평양 컨퍼런스에서 중동에 관련된 최근 FCPA 집행 소송 및 조사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vasu-muthyala-examines-anti-corruptionenforcement-and-investigations-in-asia
2018 12 3
Martin De Luca 변호사, 상파울루에서 FCPA 및 내부 조사 논의
코브레 & 김의 Martin De Luca 변호사는 12월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WFaria의 제3회 준법 감
시 및 내부 조사 컨퍼런스에서 다른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브라질 및 세계 전역에 걸쳐 실시되는 내부 조사에
관련된 문제점과 관련 사례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rtin-de-luca-discusses-the-fcpa-andinternal-investigations-in-sao-paulo
2018 11 28
Steve Perlstein, Beau Barnes 변호사, CFAA를 통한 내부자 위협 방지 대책 논의
코브레 & 김의 Steve Perlstein과 Beau Barnes 변호사는 11월 29일 뉴욕에서 열리는 SIFMA 내부자 위협
원탁회의에서 컴퓨터 사기 및 남용에 관한 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을 통한 내부자 위
협 방지 대책에 관한 토론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steve-perlstein-and-beau-barnes-discussusing-cfaa-to-combat-insider-threats
2018 11 14
Jonathan Huth 변호사, 가상화폐 규제 및 집행에 관한 토론 주도
Jonathan Huth 변호사는 11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Inside Fintech 2018에서 가상화폐 규제 및 집행에
관한 토론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onathan-huth-leads-a-discussion-oncryptocurrency-regulation-and-enforcement
2018 11 8
Daniel Lee 변호사, 한국 내 크로스보더 내부조사 검토
Daniel Lee 변호사는 11월 8일 Asian Legal Business Korea In-House Legal Summit (ALB 한국 사내변
호사 컨퍼런스)에서 국제 기업들이 크로스보더 조사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검토할 예정입니
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daniel-lee-explores-cross-border-internalinvestigations-in-korea
2018 11 6
Matthew Menchel 변호사, 연방 법원에서의 배심원 재판의 감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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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ew Menchel 변호사는 11월 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형사 변호사 협회의 2018년도 화이트칼라
세미나에서 연방 법원에서의 배심원 재판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tthew-menchel-discusses-the-decline-oftrials-by-jury-in-federal-courts
2018 11 5
Scott Hulsey 변호사, 크로스보더 조사의 복잡성 논의
Scott Hulsey 변호사는 11월 9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제2회 GIR Live 연례 컨퍼런스에서 크로스보더
조사의 복잡성에 관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scott-hulsey-discusses-the-complexity-ofcross-border-investigations2018 11 5
Adriana Riviere-Badell 변호사, 북남미 국가 간 정부 협력체제 검토
Adriana Riviere-Badell 변호사는 11월 8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ABA의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북남미
지역에서의 형법 집행을 위한 정부 간 협력체제 증가에 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adriana-riviere-badell-explores-crossborder-government-cooperation-in-the-americas
2018 10 30
APABA Silicon Valley, 코브레 & 김에 Beacon 다양성 상 수여
APABA Silicon Valley(실리콘 밸리 전미 아시아 태평양 변호사 협회)는 코브레 & 김에 Beacon 다양성 상
을 수여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은 다양하고 포용성 있는 직장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APABA
Silicon Valley의 연례 “Beacon 다양성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apaba-silicon-valley-honors-kobre-andkim-with-beacon-award-for-diversity
2018 10 23
John Han 변호사, 국제 중재 보상 및 집행 전략 검토
John Han 변호사는 10월 26일 홍콩 국제 중재 센터의 소송 전 전략 워크숍에서 “국제 중재 회수 극대화”라
는 주제로 진행될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Han 변호사는 분쟁 제기부터 해결까지의 분쟁 소송 과정
전체를 살펴보고, 잠재적 분쟁에 대응할 때 정보에 근거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제
공할 것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ohn-han-examines-internationalarbitration-awards-and-enforcement-strategies
2018 10 22
Martin De Luca 변호사, Fenalaw 2018에서 정부의 감독체제 논의
Martin De Luca 변호사는 10월 24~26일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Fenalaw 2018에서 정부의 감독
체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rtin-de-luca-explores-governmentmonitorships-at-fenalaw-2018
2018 10 22
John Han과 Joyce Xiang 변호사, 미국 및 역외 사법 관할권에서의 국제 판결 집행 조치 논의
John Han과 Joyce Xiang 변호사는 10월 24일 Tiantong 의 로펌 행사에서 미국 및 역외 사법 관할권에서
의 국제 법원 판결에 대한 인정 및 집행, 그리고 임시 조치 실행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재 보상 인
정 및 집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패널 토론에서는 미국, 영국령 버진 제도 및 케이맨 제도에서의 판결 인정
절차를 검토하고 회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특수 전략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중국 선전
베이징대학에서 진행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ohn-han-discusses-foreign-judgmentenforcement-measurements-in-the-us-and-offshore
2018 10 22
Daniel Lee 변호사, 내부조사 관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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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Lee 변호사는 10월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Legal Plus의 제7회 한국 국제 중재, 규제 및 경쟁법 연
례 회의에서 패널 토론 사회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daniel-lee-moderates-a-discussion-onmanaging-internal-investigations
2018 10 17
Marcus Green과 Adriana Riviere-Badell 변호사, 국제 중재 판결 집행 및 보상금 징수의 “숨겨진 보
물” 논의
Marcus Green과 Adriana Riviere-Badell 변호사는 국제 중재, 소송-국제 판결 집행 및 보상금 징수에 관하
여 자주 등한시되는 부분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rcus-green-and-adriana-riviere-badelldiscuss-the-“hidden-treasures”-of-international-arbitration-enforcement-and-collection
2018 10 16
백재형 변호사, 기업 사이버 사기 및 국제 자산 회수 전략 논의
백재형 변호사는 10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ABA 성장의 신동력-투자 및 기술 컨퍼런스에서 기업 사이버
사기를 비롯하여 자산 회수를 개선할 수 있는 국제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obin-baik-discusses-corporate-cyber-fraudand-global-asset-recovery-strategies
2018 10 16
John Couriel 및 Daniel Saval 변호사, 도산 사건의 국제 암호화폐 자산 추적 논의
John Couriel과 Daniel Saval 변호사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14회 국제 도산 연례 심포지엄에
서 자산 추적 및 회수 전략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ohn-couriel-and-daniel-saval-discussinternational-and-crypto-asset-tracing-in-insolvency
2018 10 2
Marcus Green 변호사, 소송 자금 조달 옵션의 장단점을 제시
Marcus Green 변호사는 10월 2일 뉴욕에서 열리는 소송 자금 조달 및 투자 포럼에서 패널 토론을 진행합
니다. 패널 토론자들은 기업 및 고액 자산가를 위한 다양한 소송 자금 조달 옵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토론
중 Green 변호사는 특정 사건에서 가장 적합한 자금 조달 옵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방법, 제삼자 자금 출
처, 헤지 펀드, 대출 및 사모펀드 이용 시의 장단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rcus-green-weighs-pros-and-cons-oflitigation-funding-options
2018 09 27
Martin De Luca 변호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국제 기업 형사 책임을 검토하다
전직 미 법무부(DOJ) 검사 출신 Martin De Luca 변호사는 10월 2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3회 국제 준법감시 연례 회의에서 기업의 형사 책임에 관한 국제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 연방 법에 따른 기업의 형사 책임을 주로 다룰 이 패널은 공권력의 범위, 기소 중 헌법상의 권리, 기업 및
개인이 당면할 수 있는 잠재적 처벌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rtin-de-luca-reviews-global-corporatecriminal-liability-in-buenos-aires
2018 09 25
Hartley West 변호사,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를 살펴보다
Hartley West 변호사는 9월 26일 샌프란시스코 변호사 협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최근 동향과 이슈
를 분석하는 패널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이 토론에서는 규제기관이 가상화폐의 변화에 개입하는 이유를
비롯하여 가상화폐 업계의 주요 회사들이 정부의 규제 및 집행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이르는 다양한 질문
을 다루게 됩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미 법무부(DOJ), 암호화폐 신생기업 및 민간 변호인 협회의 관계자
들이 참여하는 이 패널은 규제 집행의 추후 방향과 더불어, 이러한 집행이 가상화폐 및 기타 블록체인 산업에
미칠 영향을 짚어볼 것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hartley-west-dives-into-the-future-ofcrypto-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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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9 24
Rebecca Hume과 Benjamin Sauter 변호사, 뉴욕의 자산 회수 아메리카 컨퍼런스에서 주요 강연자로
서다
케이맨 제도 소재의 Rebecca Hume변호사는 “사랑, 사망 그리고 파산”이란 주제로 진행될 패널 토론에서
이혼 또는 유언 소송 사례에서의 자산 회수를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ebecca-hume-and-benjamin-sauter-to-beamong-the-featured-speakers-at-the-asset-recovery-americas-conference-in-new-york
2018 09 20
Marcus Green 변호사, 중재 보상 집행시 “End Game”의 한계를 살펴보다
Marcus Green 변호사는 9월 21일 금요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제 2회 중재 보상 집행 연례 회의에서 중
재 보상 관련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중재 보상의 “End Game(최종 단계)”에서 접하는 문제점을 다루는 패널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rcus-green-weighs-the-end-gamechallenges-within-arbitration-award-enforcement
2018 09 14
Jonathan Huth 변호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미치는 영향 검토
Jonathan Huth 변호사는 9월 14일 ALM 기업 자문 변호사 포럼에서 “미래를 위한 초보자 가이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영향”에 관하여 강연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onathan-huth-navigates-the-impact-ofblockchain-and-cryptocurrency
2018 09 14
Nathan Park 변호사, 한국 가상화폐 규제 분석
Nathan Park 변호사는 9월 14일 세계 한인 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ywers) 연
례 컨퍼런스에서 “한국 암호화폐에 관한 국제 규제”라는 주제로 진행될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nathan-park-analyzes-cryptocurrencyregulation-in-korea
2018 09 13
Jason Masimore 변호사, 공세적 조사 및 크로스보더 집행 전략 논의
Jason Masimore 변호사는 9월 13일 ALM 기업 자문 변호사 포럼에서 크로스보더 공세적 조사에 관한 토론
을 주도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ason-masimore-explores-offensiveinvestigations-and-cross-border-enforcement-strategies
2018 09 13
David McGill 변호사, 가상화폐 규제 및 집행 논의
David McGill 변호사는 9월 13일 TokenFest 컨퍼런스에서 가상화폐 규제 및 집행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
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david-mcgill-discusses-digital-currencyregulation-and-enforcement
2018 08 28
Vasu Muthyala 변호사, 미국의 규제 집행 동향이 인도에 미치는 영향 검토
미국 법무부 검사 출신의 Vasu Muthyala 변호사는 8월 29일 AmCham 의 인도 반부패 및 위기 관리 마스
터클래스에서 미국의 규제 집행 동향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vasu-muthyala-explores-the-impact-of-usenforcement-trends-in-india
2018 07 25
Adriana Riviere-Badell 과 Gabriela Ruiz 변호사, 남미 지역의 반부패 입법 현황 및 미국 정부의 집
행력 검토
23

미국 규제기관의 집행력은 국경을 넘어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남미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
다. Adriana Riviere-Badell과 Gabriela Ruiz 변호사는 7월 31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AmCham Argentina 세미나에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의의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미국 규제기관의 집행력과 최근 아르헨티나 내 반부패 입법 현황
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adriana-riviere-badell-and-gabriela-ruizexamine-anti-corruption-and-us-government-enforcement-actions-in-latin-america-kr
2018 07 23
여성 법조인들의 커리어 전망 탐색
코브레 & 김은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동문회가 후원하는 여성 법조인들의 커리어 전망 탐색 토론을 주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은 이 행사의 참석자들과 함께 직장 생활 초기에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들과 아쉬운 점, 직업 경로 결정, 인적 네트워킹의 중요성, 오늘날 법조계를 바라보는
관점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career-perspectives-from-women-in-thelaw-panel-kr
2018 06 27
Human Rights First 의 Pro Bono Star 수상
코브레 & 김은 Kelly Spatola 변호사가 2018년도 Human Rights First 가 선정한 올해의 Pro Bono Stars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 Kelly Spatola 변호사는 Steven Perlstein 변
호사, Gabriela Barreto 변호사, Melisa González 변호사, Tara Roy, Robert Locke 와 함께 온두라스 출
신의 가정 폭력 피해자가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human-rights-first-pro-bono-stars-kr
2018 06 5
Randall Arthur 변호사, 아시아 자산 회수 컨퍼런스에서 판결 및 파산 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에 대한 견해 제공
홍콩 소재 Randall Arthur 변호사는6월 5-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자산 회수 컨퍼런스(Asset
Recovery Asia Conference) 에서 파산집행인의 해외 판결을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andall-arthur-provides-insight-intomonetizing-judgments-and-the-insolvency-process-at-the-asset-recovery-asia-conference
2018 06 5
David McGill 변호사,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적 관점 논의
David McGill 변호사는6월 7일 뉴욕시 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서 암호
화폐 규제와 최근의 논의 전개 동향을 주제로 하는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david-mcgill-explores-regulatoryperspectives-on-cryptocurrencies
2018 06 5
전직 연방 검사 출신 Vasu Muthyala 변호사, 베트남의 반부패 제도에 관한 견해 제공
홍콩 소재 Vasu Muthyala 변호사는6월 7일 Asian Legal Business가 주최하는 베트남 인하우스 변호사
컨퍼런스에서 “베트남의 기업 책임 및 준법 감시에 대한 집중 조명 — 기업의 정책 및 준법 감시에 대한 경각
심 부각과 효과성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될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former-federal-prosecutor-vasu-muthyalaprovides-insight-the-anti-corruption-regime-in-vietnam
2018 06 1
Kobre & Kim, Am Law Diversity Scorecard에서 톱 10에 랭크
Kobre & Kim은 American Lawyer의 2018 년 Diversity Scorecard에서 9 번째로 가장 다양한 회사로 선
정되었습니다. 상위 10 위 안에 든 기업의 위상은 Kobre & Kim의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뒷받침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kim-ranks-in-top-10-on-am-law24

diversity-scorecard-kr
2018 05 25
Jef Klazen 변호사, 국제 판결 집행 및 수상 포럼에서 자산 추적 기술 검토
Jef Klazen 변호사는 6월 4일 열리는 국제 판결 집행 및 수상 캠브리지 포럼에서 판결 이후 디스커버리 과정
에서 사용하는 자산 추적 기술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ef-klazen-examines-asset-tracingtechniques-at-the-international-enforcement-of-judgments-and-awards-forum-ko
2018 05 23
Vasu Muthyala 변호사, 미국 정부 조사 동향 및 인도의 사업체가 당면한 문제점 논의
미 법무부 검사 출신인 Vasu Muthyala 변호사는 5월 25일 2018년도 Legal Era Conclave에서 미국 정부
조사 동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vasu-muthyala-discusses-us-enforcementtrends-and-associated-challenges-india-based-businesses-face-ko
2018 04 25
Farrington Yates 변호사, 기술이 구조 조정에 미치는 영향 검토
INSOL 의 선임 연구원인 Farrington Yates 변호사는 4월 30일 INSOL 뉴욕 지역 연례 컨퍼런스에서 데이
터 침해, 해킹과 피싱 사기 와 관련된 재정적 손실에 관해 토론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farrington-yates-examines-the-impact-oftechnology-on-restructuring
2018 04 19
파산 사건 전문 Daniel Saval 변호사, INSOL 의 연례 지역 컨퍼런스에서 역외 금융권 구조 조정 논의
INSOL 의 선임 연구원인 Daniel Saval 변호사는 4월 29일 INSOL 연례 지역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 구조 조
정 과정에서 흔히 제기되는 여러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insolvency-lawyer-daniel-saval-exploresoffshore-restructuring-at-insol-s-annual-regional-conference
2018 04 18
Benjamin Sauter 변호사, 가상화폐 환경 관련 규제 발달사항 논의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2018 년도 미국 변호사협회 (ABA) 의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공
개 (ICO) 국립 연구소 컨퍼런스에서 빠르게 변모해가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환경에 관한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benjamin-sauter-explores-regulatorydevelopments-across-the-digital-currency-landscape
2018 04 17
Leif Simonson, 크로스보더 조사의 법적 윤리적 문제점 검토
4월 20일 Leif Simonson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협회 국제법 부문 연례 컨퍼런스에서 복수사법 관할지역 관
련 소송 및 내부 조사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leif-simonson-examines-the-legal-andethical-challenges-in-cross-border-investigations
2018 04 13
코브레 & 김, ABA 의 2018년도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공개 연구소’ 컨퍼런스 주최
4월 27일 코브레 & 김은 2018년도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공개 연구소 (ICO National
Institute)’ 컨퍼런스를 주최합니다. 미국 변호사협회(ABA)와 협회 내 형사사법부가 공동 후원하는 이 행사
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kobre-and-kim-hosts-the-aba-2018blockchain-technology--digital-currency-and-ico-national-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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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4 13
백재형 변호사, 국제 집행과 준법감시 관리 검토
서울 소재 정부 조사/소송 담당 백재형 변호사는 4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Asian Legal Business의 한국
반부패 포럼에서 크로스보더 집행과 준법감시 관리에 관한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obin-baik-examines-internationalenforcement-and-compliance-management
2018 03 29
본 로펌의 서울 사무소, “올해의 새로운 아시아 사무소”로 선정
개설된 지 2년 반이 된 코브레 & 김의 서울 사무소는 2018년도 Asia Legal 시상식에서 “올해의 새로운 아
시아 법률 사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seoul-office-named-new-asian-office-ofthe-year
2018 03 26
China Business Law Awards, 본 로펌을 중국 내 최고로 선정
최근 상하이에 새 사무소를 개설한 코브레 & 김은 China Business Law Awards에서 분쟁 해결과 반뇌물수
수 및 준법감시 부문 최고 국제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firm-named-among-top-in-prc-by-chinabusiness-law-awards-ko
2018 03 19
Rebecca Hume 변호사, 크로스보더 파산 분쟁에서 청구권에 대한 우선 순위 선정의 필요성 논의
파산 분쟁 전문 Rebecca Hume 변호사는 3 월 22 일 INSOL 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1일 세미나에서 크로스
보더 파산 분쟁에서 청구권에 대한 우선 순위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ebecca-hume-explores-the-importance-ofprioritizing-claims-in-cross-border-insolvency-disputes
2018 03 19
홍콩 소재 Vasu Muthyala 변호사, 규제 기관의 조사에 대응하는 요령 공유
전직 미 법무부 검사 출신인 Vasu Muthyala 변호사는 3 월 22 일 Asia Legal Business 의 홍콩 반부패 포
럼에서 내부 조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hong-kong-based-lawyer-vasu-muthyalashares-practical-tips-for-managing-regulatory-investigations
2018 03 8
William McGovern 변호사, 아시아의 검찰과 규제기관들의 법인 형사 책임 유도 방식 논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지국장을 역임한 William McGovern 변호사는 3월 15일 “법인의 형사 책임에 관한
글로벌 포럼”에서 중국 및 홍콩, 한국, 싱가폴의 검찰과 규제기관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법인의 자체 보고 체
계를 유도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살펴 볼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william-mcgovern-discusses-new-us-dojguidelines
2018 03 5
George Utlik 변호사, 크로스보더 파산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미국 소송 절차 검토
George Utlik 변호사는 3월 6일 영국 러시아 변호사 협회 세미나에서 러시아의 개정된 파산법이 국제 소송
에서 미국의 소송 절차를 활용할 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george-utlik-examines-the-us-litigationtools-available-in-cross-border-insolvency-disputes2018 02 28
Rebecca Hume 변호사와 Andrew Stafford 왕립 변호사, 국제 자산회수 및 사기 소송 논의
Rebecca Hume 변호사와 Andrew Stafford 왕립변호사는 2 월 28 일 KNect 의“자산회수: 사기분쟁, 집
행및채무불이행” 컨퍼런스에서국제판결집행, 자산회수및사기분쟁에대해검토할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ebecca-hume-and-andrew-stafford-qc26

discuss-international-asset-recovery-and-fraud-litigation
2018 02 28
John Han 변호사, 국제 판결 집행 및 중재 보상 논의
John Han 변호사는 2 월 28 일 홍콩 공인 회계사 협회 (HKICS) 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여러 사법권에 걸
쳐 판결 및 중재 보상을 집행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ohn-han-explores-international-judgmentenforcement-and-arbitration-awards-kn
2018 02 26
Steven Perlstein 변호사, 컴퓨터 사기와 남용에 관한 법과 데이터 보호 검토
Steven Perlstein 변호사는 3월 6일 뉴욕에서 열리는 연방 법정 변호사회 세미나에서 데이터 보호 소송 및
컴퓨터 사기와 남용에 관한 법 (CFAA) 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라는 주제로 진
행될 이 프로그램은 CFAA 및 해당 민사 형사 책임에 관련된 최근 소송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steven-perlstein-explores-the-computerfraud-and-abuse-act-and-data-privacy
2018 02 22
Michael Rosen 변호사, 크로스보더 지적 재산권 소송 전략 검토
텔아비브 소재로 지적 재산권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Michael Rosen 변호사는 2월 26일 텔아비브에서 열리
는 이스라엘의 제 4회 외국 로펌 컨퍼런스에서 크로스보더 지적 재산권 소송 전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ichael-rosen-explores-intellectualproperty-litigation-across-jurisdictions
2018 02 15
Am Law 보고서, 호황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 업무를 인용하여 코브레 & 김의 지속적인 빠른 성장에 주목
코브레 & 김의 “집중적인 사업 모델과 호황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 법률 업무가 만나 2017년도에 뛰어난 성
장을 보였다”라고 American Lawyer 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citing-firm-s-booming-asia-practicekobre-kim-continues-rapid-growth-am-law-reports
2018 02 14
Daniel Zaheer 와 Michael Rosen 변호사, 연례 AUTM 회의에서 특허 소송 대응 전략 논의
Daniel Zaheer 와 Michael Rosen 변호사는 2 월 18 일에 아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열릴 2018년도 AUTM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연례 회의에서 ‘특허 소송 환경의 변화 인지 및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daniel-zaheer-and-michael-rosen-discussstrategies-for-navigating-patent-litigation-at-autm-annual-meeting
2018 02 9
Farrington Yates 변호사, ARIL 컨퍼런스에서 역외지역 지불 불능 및 자산 회수 전략 검토
Farrington Yates 변호사는 2월 9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지불불능법 연례 컨퍼런스에서 역외지역 지
불 불능 및 자산 회수에 관한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견해를 나눌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farrington-yates-explores-offshoreinsolvency-and-recovery-strategies-at-aril-conference
2018 01 31
미 법무부, 불일치 배심과 부분적 무죄 판결 이후 코브레 & 김의 고객인 살로몬 멜젠 박사에 대한 기소 취하
본사 정부 조사/소송 방어팀은 미 법무부가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10주간 세간의 안목을 끈 부패 재
판에서,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공동 피고인 살로몬 멜젠 박사를 대리하여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doj-drops-remaining-charges-againstkobre-and-kim-client-salomon-melgen-following-hung-jury-and-partial-acquittal
2018 01 24
William McGovern 변호사, 포드햄 로스쿨 세미나에서 중국 내 조사 및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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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미 법무부 검사 출신이며 본사 아시아 정부 조사/소송 팀의 일원인 William McGovern 변호사는 1월
24일 뉴욕의 포드햄 로스쿨에서 최근 규제 발달사안이 중국내 조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william-mcgovern-addressesinvestigations-and-litigation-in-china-at-fordham-law-school-seminar
2018 01 17
코브레 & 김, CPA Global 건 승소
본 로펌의 지적재산권(IP)팀은 수만 명의 고객을 상대로 은폐성 요금을 과다청구하여 기본 서비스 계약 위반
혐의를 받은 IP 관리 및 기술회사인 CPA Global이 본 로펌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 대하여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 중재 조정센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kim-secures-strategic-win-in-cpaglobal-matter
2017 12 11
2018년도 Chambers Asia-Pacific 지 코브레 & 김을 중국 관련 업무 최고 로펌으로 인정
Chambers Asia-Pacific지는 ‘기업 조사/반부패, 분쟁해결: 소송 및 구조조정/지급불능’ 분야에서 코브레 &
김과 본 로펌 변호사 3명의 높은 명성을 인정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chambers-asia-pacific-2018-recognizeskobre-and-kim-with-top-rankings-for-work-related-to-china-kr
2017 12 6
Vasu Muthyala 변호사, 아시아-태평양 컨퍼런스에서 반부패 집행을 검토
Vasu Muthyala변호사는 12월 7일 홍콩에서 열리는 Duxes반부패 준수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에서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환경과 동향을 살펴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vasu-muthyala-explores-anti-corruptionenforcement-at-asia-pacific-summit-kr
2017 12 6
Michael Ng 변호사, 세도나 컨퍼런스에서 기업비밀 소송과 크로스보더 조사를 논의
Michael Ng 변호사는 12월 8일 아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열리는 기업비밀 관련 우수 업무사례 개발에 관
한 첫 세도나 컨퍼런스에서 크로스보더 기업비밀 소송 및 관련 내부조사를 위한 전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ichael-ng-discusses-trade-secretslitigation-and-cross-border-investigations-at-sedona-conference-kr
2017 11 6
Gabriela Menna Barreto 변호사, 크로스보더 자산추적 전략 공유
Gabriela Menna Barreto 변호사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제 9회 기업개선경영협회(Turnaround
Management Association) 컨퍼런스에서 크로스보더 자산추적 전략을 공유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gabriela-menna-barreto-shares-strategiesfor-cross-border-asset-tracing-kr
2017 11 3
Carrie Tendler 변호사와 Randall Arthur 변호사, GIR 웨비나에서 자산추적 및 집행 전략 검토
웨비나 토론자인 Carrie Tendler 변호사와 Randall Arthur 변호사는 역외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여러 지역
에 위치한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하고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팀과 조사관들이 어떻게 합동조사 전략을 개발하
고 사법제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토론 패널은 비협조적인 채무자들이 자산을 조
정하고 은닉하기 위해 취하는 통상적인 조치들을 설명하고 각 조치의 취약성을 찾아 보여줌으로써 조사관과
법률팀들에게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carrie-tendler-and-randall-arthur-examineasset-tracing-and-recovery-strategies-in-gir-webinar-kr
2017 11 1
Michael Ng 변호사, NAPABA 연례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크로스보더 내부 조사에 관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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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Ng 변호사는 워싱턴 디씨에서 열리는 전미 아시아 태평양 미국 변호사협회 (NAPABA) 총회에서 크
로스보더 내부 조사 실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에 관한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1월 2
일 국제 법률의 날 심포지움에서 진행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ichael-ng-explores-cross-border-internalinvestigations-in-asia-at-napaba-annual-convention-kr
2017 11 1
Randall Arthur 변호사, ALB 분쟁해결 및 중재 포럼에서 아시아-태평양 집행 전략을 다루다
11월 2일, Randall Arthur 변호사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리걸 비즈니스(ALB) 크로스보더 분쟁해
결 및 중재 써밋에서 중재판정을 전세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주요 전략을 다루는 패널 토론을 주재할 예정
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andall-arthur-tackles-asia-pacificenforcement-strategy-at-alb-dispute-resolution-and-arbitration-forum-kr
2017 10 24
코브레 & 김, 가장 최근 상하이에 사무소를 설치한 Am Law 200대 로펌
아시아의 세 번째 사무소를 상하이에 연코브레 & 김은 복수 사법관할지역의 합작투자 소송과 독립적인 내부
조사 분야에서 고유한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merican Lawyer International은 본 로펌의 상하
이 사무소 개설과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 제공하는 고유한 서비스에 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kim-is-the-latest-am-law-200firm-to-launch-in-shanghai-kr
2017 10 12
The Legal 500 UK, 코브레 & 김을 화이트칼라 및 상사 송무 분야의 최고 로펌으로 선정
The Legal 500 UK 는 코브레 & 김의 영국 크로스보더 분쟁팀을 화이트칼라 및 상사 송무 분야의 최고 로펌
으로 다시 선정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clients-rank-kobre-kim-a-top-firm-forwhite-collar-and-commercial-litigation-in-the-legal-500-uk-kr
2017 09 29
김상윤 변호사, 코브레 & 김의 기업가 정신과 로펌의 연혁에 대해 논의
공동 창립자 김상윤 변호사는 10월 5일 캘리포니아 버클리 한국법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코브레 & 김을
설립하게 된 동기와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법률 사업, 국제 로펌 운영의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공동 창립자 스티븐 코브레 변호사와 더불어 날로 경쟁이 심해지는 시장에서 항상 한 걸음 앞
서가는 로펌을 유지하는 방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ichael-kim-discusses-entrepreneurshipand-the-evolution-of-kobre-and-kim-kr
2017 09 29
코브레 & 김과 로펌 Baker & Partners Bentham IMF가 협력하여 특허 갱신 서비스 회사 CPA
Global의 요금 과다청구 혐의를 조사하기로 발표
국제 로펌 코브레 & 김과 저지섬의 선두 로펌 Baker & Partners는 CPA Global이 특허갱신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요금을 과다청구한 혐의를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위해 Bentham IMF와 자금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and-baker-and-partnersannounce-partnership-with-bentham-imf-to-investigate-alleged-overcharging-by-patentrenewal-services-company-cpa-global-kr
2017 09 14
김상윤 변호사, NACDL 화이트칼라 세미나에서 복수 사법관할지역의 정부집행 방어 시 발생하는 문제점 진
단
본 로펌의 공동 창립자이자 연방 검사 출신인 김상윤 변호사는 9월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National
Association of Criminal Defense Lawyers White Collar Seminar(국내 형사 변호사 협회 화이트 칼라
세미나)에서 형사 기소와 자산 몰수건 방어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수 사법관할지역 집행 분야의 문제점
에 관한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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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ichael-kim-examines-challenges-whendefending-multijurisdictional-enforcement-at-the-nacdl-white-collar-semina-kr
2017 09 12
코브레 & 김, 인재영입으로 국제 지급 불능 업무분야의 지속적인 확장 도모
코브레 & 김의 뉴욕 크로스보더 지급 불능 송무부는 Daniel Saval 변호사의 합류를 환영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kim-continues-to-expand-globalinsolvency-practice-with-senior-hire-kr
2017 08 21
Randall Arthur 변호사, IWIRC 환태형양 컨퍼런스에서 홍콩 크로스보더 지급 불능에 대해 논의
Randall Arthur 변호사는 8월 2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IWIRC 환태평양 구조조정 및 지급 불능 컨퍼런
스에서 홍콩 크로스보더 지급 불능에 대한 토론을 이끕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andall-arthur-explores-cross-borderinsolvency-at-iwirc-pacrim-conference
2017 08 3
ALM, 코브레 & 김을 최고의 분쟁조정 및 규제사안 전문 로펌으로 인정
코브레 & 김은 2017년도 China Law & Practice Awards로부터 “올해의 분쟁조정 로펌”과 “올해의 규제
및 준법감시 로펌”상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alm-recognizes-kobre-kim-as-top-firmfor-dispute-resolution-and-regulatory-matters-kr
2017 07 18
India Business Law Journal, 인도 관련 사안에서 코브레 & 김을 “주목할 만한 로펌”으로 선정하고
Vasu Muthyala를 이를 선두하는 변호사로 인정
India Business Law Journal은 인도 관련 사례에서 코브레 & 김을 “주목할 만한 25대 로펌”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미국 정부 규제 집행에 대항하여 인도 고객들을 변호하는Vasu Muthyala 변호사를
리드 변호사로 추천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india-business-law-journal-kobre-kim-afirm-to-watch-recognizes-vasu-muthyala-as-a-leading-lawyer-kr
2017 06 30
Global Arbitration Review, 코브레 & 김 글로벌 자산회수팀의 활약 인정
코브레 & 김의 변호사 15명은 Global Arbitration Review 로부터 최고의 자산회수 전문인으로 인정 받았
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publishers-of-global-arbitration-reviewrecognize-kobre-kims-global-asset-recovery-team-kr
2017 06 5
Am Law 다양성 평가, 코브레 & 김 선정
포용적인 근무환경과 다양성에 대한 확고한 헌신으로 인해 코브레 & 김은 The American Lawyer의 2017
년도 다양성 평가 (Diversity Scorecard)에서 가장 다양성 높은 직장 부문에서 14위를 차지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kim-ranks-on-am-law-diversityscorecard-kr
2017 06 2
코브레 & 김, 2017년도 Chambers USA에서 최고 순위 기록
코브레 & 김과 소속 변호사들은 Chambers USA로부터 지난 해 일반 상사분쟁, 화이트칼라 범죄 및 정부조
사 분야에서 보인 눈부신 활약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 간행지는 뉴욕, 마이애미, 워싱턴 DC 지역에서 보인
본사의 업무 실적에 대해 순위를 정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kim-earns-top-rankings-inchambers-usa-2017-kr
2017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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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 샌프란시스코에서 법무부 검사 출신 변호사 영입으로 정부 조사/소송 방어팀 강화
코브레 & 김은 미 법무부 검사 출신Hartley West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입하여 정부 조사/소송 방어팀을
강화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kim-expands-governmentenforcement-defense-team-with-doj-prosecutor-in-san-francisco-kr
2017 05 25
코브레 & 김, Am Law 200대 로펌에 선정
코브레 & 김은 The American Lawyer의 2017년도 Am Law 200대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kim-joins-am-law-200-ranks-kr
2017 05 3
Ben Sauter, #FinTech2017에서 블록체인 이슈 진단
Ben Sauter 변호사는 지난 5월 3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열린 #FinTech2017 컨퍼런스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개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ben-sauter-examines-blockchain-issues-atfintech2017-kr
2017 04 12
코브레 & 김, 런던 변호사 추가영입으로 복수 사법관할지역 지급불능 분쟁 업무력 확장
코브레 & 김은 파생상품 관련 소송을 플로리다에서 진행하기 위한 법정 허가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제출함으로써 스펙트럼 갤럭시 펀드(Spectrum)회사의 이사진을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expandsmultijurisdictional-insolvency-disputes-capabilities-with-london-hire-kr
2017 03 21
복수 사법관할지역에서 정부 조사/소송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William McGovern변호사가 아시아 크로
스보더 조사의 모든 단계를 도와드립니다
William McGovern 변호사는 3월24일 포르투갈 카스카이스에서 캠브리지 포럼이 주최하는, 법인의 형사책
임에 관한 세계 포럼에서 복수 사법관할지역내 정부 조사/소송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facing-government-enforcement-inmultiple-jurisdictions-william-mcgovern-tackles-the-stages-of-cross-border-investigations-inasia-kr
2017 03 14
Asian Legal Business, 2017 혁신 기업 명단에 코브레 & 김 선정
Asian Legal Business는 엄격한 선정을 거쳐2017년 혁신 로펌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국제로펌중의 하나로
코브레 & 김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정은 로펌에서 제출한 내용과 편집진의 엄격한 심사에 근거하여 이
루어 지는데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 및 유지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경쟁자들에 비하여 앞서나가는 로펌만이 이러한 영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asian-legal-business-honors-kobre-andkim-on-2017-innovation-list-ko-kr
2017 03 1
홍콩 소재 변호사 Shaun Wu와 Vasu Muthyala, 아시아 태평양 지역 M&A 관련 규제추이 및 모범사례
논의
3월 1일 개최된 IFLR Asia M&A 포럼에서 홍콩 소재 변호사 Shaun Wu와 Vasu Muthyala가 아시아 태평
양 지역의 M&A 거래 관련 규제 추이 및 모범 사례에 대하여 논의하고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hong-kong-based-lawyers-shaun-wu-andvasu-muthyala-discuss-regulatory-developments-and-best-practices-for-navigating-asia-pacificm-and-a-ko-kr
2017 02 14
코브레 & 김, 이해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운 국제 파산분쟁 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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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은 뉴욕에서 D. Farrington Yates 고참변호사를 영입하여 국제파산업무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
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strengthens-conflict-freeinternational-insolvency-disputes-team-ko-kr
2017 02 10
아시아 소재 전임 미 연방 검사 Vasu Muthyala, 뭄바이 포럼에서 FCPA 영향 분석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는 국제 변호사 연맹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포럼 비엔날레 콘퍼런스에서 본 로펌의 정부
집행 방어 팀 아시아 지역 변호사이자 전임 연방 검사인 Vasu Muthyala는 여러 정부에서 복수 사법관할 지
역에서의 부패 문제를 어떻게대처하고 있는지 논의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asia-based-former-u-s-federal-prosecutorvasu-muthyala-to-explore-fcpas-impact-at-mumbai-forum-ko-kr
2017 01 31
코브레 & 김, AABANY 2017 연례 만찬 후원
코브레 & 김은2월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Asi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New York의 연례 만찬을
후원합니다.이 만찬은 아시아 태평양계 법조계의 대표적 이벤트로, 800명 이상의 변호사, 판사, 법인 그리고
전문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축하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is-honored-to-sponsorthe-aabany-2017-annual-dinner-ko-kr
2017 01 31
코브레 & 김, KALAGNY와 Judy Kim 판사 지원
2월 16일 코브레 & 김은 뉴욕한인변호사협회와 (KALAGNY) 함께 Judy Kim판사의 신규 사법부 임용을 축
하하는 취임식을 지원했습니다. 주디 김 판사는 뉴욕주 최초의 한국계 선출직 판사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is-a-proud-supporter-ofkalagny-and-the-honorable-judy-kim-ko-kr
2017 01 23
코브레 & 김 파트너 William McGovern 변호사, Fordham 로스쿨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1월 23일 William McGovern변호사는 Fordham 로스쿨의 국제법, 비교법학 및 해외법 연구 단체의 출범식
에 참가하여 및 출범 기념 모의 면접 프로그램에 모의 면접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william-mcgovern-participates-in-aprogram-for-international-students-at-fordham-law-school-ko-kr
2017 01 23
코브레 & 김,뉴욕 변호사 협회의 법조계 다양성 증진 피로연 협찬
코브레 & 김은 1월 23일 뉴욕 변호사협회의 14번째 연례 법조계가 주최하는 다양성 증진 피로연을 후원하
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proudly-supports-thenew-york-state-bar-associations-celebrating-diversity-in-the-bar-reception-ko-kr
2017 01 12
China Law & Practice 최고 조사상 후보에 Michael Kim, 코브레 & 김 선정
정부 집행 방어 및 조사 변호사 Michael Kim은 The Asian Lawyer가 선정한 이번 Asia Legal Awards에서
“올해의 준법경영/조사 변호사” 및 “올해의국제 로펌리더”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일
한 미 연방 법무부 검사 출신인 Kim 변호사는 미 연방정부 당국의 수사에 직면한 기업과 개인 고객의 대표
변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michael-kim-kobre-and-kim-shortlistedfor-top-compliance-and-investigations-awards-by-china-law-and-practice-ko-kr
2016 11 3
김상윤 변호사, 한국에서 개최되는 부패방지 컨퍼런스 사회자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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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로펌의 공동 창립자이자 서울 기반 정부 집행 사건 변호팀의 일원인 김상윤 변호사가, 국제 변호사 협회
에서 주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패방지법 준수 및 집행 포럼이 한국에서 준비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
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page-1314
2016 10 27
재판 시 입증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IP 소송 전문 Michael Ng 변호사, 캘리포니아 재판 변호 세미나에서
전략 논의
재판 시 입증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IP 소송 전문 Michael Ng 변호사, 캘리포니아 재판 변호 세미나에서 전
략 논의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how-to-win-the-evidence-game-at-trial-iplitigator-michael-ng-discusses-strategy-at-california-trial-advocacy-seminar-ko-kr
2016 10 25
주문형 웹세미나: 영업비밀을 위한 새로운 보호 수단: 2016년 미국의 영업비밀방어법과 유럽연합의 영업비
밀지침
영업비밀은 지적재산권 보호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비즈니스 리스크의 원인을 제공
하기도 합니다. FBI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손실이 연간 미화 1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
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퇴직 직원이나 비밀유지계약 하에 비밀 정보를 취득한 잠재적 비즈니스 파
트너에 의해 또는 데이터 보안 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치 있는 기술이나 비즈니스 정보를 개
발하였으나 아직 적절한 통제 수단을 도입하지 못한 초기 및 성장 단계의 기업들에게 특히 커다란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on-demand-webinar-new-protections-forconfidential-business-information-the-us-defend-trade-secrets-act-and-eu-trade-secretsdirective-of-2016-ko-kr
2016 10 19
Jason Masimore 변호사, 스페인에서 열린 부패방지 컨퍼런스에서 내부 조사의 주기에 대해 중점 논의
미 연방 법무부 검사 출신으로 런던에서 활동 중인 Jason Masimore 변호사는 스페인에서 열린 C5 부패방
지 컨퍼런스에서, 내부 조사를 시작하고 수행하는 방안 특히 조사 절차 그리고 조사 결과를 이해관계자 및/또
는 관계 당국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ason-masimore-focuses-on-internalinvestigation-life-cycle-at-anti-corruption-conference-in-spain-ko-kr
2016 10 17
주문형 웹세미나: Eric Bruce, William McGovern 및 Shaun Wu 변호사, 아시아에서의 내부 조사 수
행에 따른 위험 해결
아시아에서의 내부 조사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종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eric-bruce-william-mcgovern-and-shaunwu-to-untangle-hazards-of-internal-investigations-conducted-in-asia-ko-kr
2016 10 14
코브레 & 김, 리걸 500에 의해 영국 최고의 분쟁 해결 및 화이트컬러 범죄 전문 로펌으로 선정
코브레 & 김 영국팀은 리걸 500 UK 2016년판이 발표한 로펌 랭킹에서 "분쟁 해결: 상사 소송" 및 "사기: 화
이트컬러 범죄" 이렇게 두 분야에 걸쳐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and-kim-recognized-by-legal-500as-a-market-leader-in-dispute-resolution-and-white-collar-crime-in-the-uk-ko-kr
2016 09 27
IP 전문 변호사 Michael Ng, 팔로알토 영업비밀 포럼에서 IP 보호 전략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논의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서 IP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Michael Ng 변호사는 팔로알토에서 진행된
지적재산권 관리 영업비밀 포럼에 참석하여 보호 전략, 세계적 영향, 해외 자회사의 국제적 집행에 관한 토론
을 이끌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ip-lawyer-michael-ng-tackles-globalimplications-of-ip-protection-strategies-at-palo-alto-trade-secrets-forum-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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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9 20
Jef Klazen 변호사, 국제 변호사 협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기업 스캔들 대응에 대해 논의
글로벌 기업들이 스캔들에 대응함에 있어, 형사 소송과 상사 소송에 모두 능통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브레 & 김 소속의 Jef Klazen 변호사는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
로, 9월 20일 워싱턴 메리어트 워드먼 파크에서 열린 국제 변호사 협회 연례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석하였
습니다. 이 자리에서 Klazen 변호사는 형사상 및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리더와
법무 자문위원이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ef-klazen-to-discuss-navigating-corporatescandals-at-the-annual-conference-of-the-international-bar-association-ko-kr
2016 09 11
Danielle Rose 변호사, 2016년 벤치마크 여성 소송 변호사 포럼에 발표자로 참석
미국 전역 최고의 여성 소송 변호사 모임인 벤치마크 여성 소송 변호사 포럼에 초청되어 프레젠테이션을 진
행한 코브레 & 김 소속의 Danielle Rose 변호사는 다수의 대형 상사 소송 및 중재 사건에서 리드 변호사를
역임한 소송 전문가입니다. Rose 변호사는 9월 20일자 패널로 참석하여 다양한 관할지역에서의 소송 및 중
재 과정 조율의 난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danielle-rose-to-speak-at-2016-benchmarkwomen-in-litigation-forum-ko-kr
2016 09 10
Tim Prudhoe 및 Jef Klazen 변호사, 까다로운 역내 및 역외 관할지역 대처 방안 논의 예정
Tim Prudhoe와 Jef Klazen 변호사는 뉴욕시 변호사 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라이브 웹캐스트
에 출연하여 역내 및 역외 관할지역의 상호작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tim-prudhoe-and-jef-klazen-to-discussnavigating-treacherous-onshore-and-offshore-jurisdictional-terrain-ko-kr
2016 08 9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김상윤 변호사를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소송 변호사로 소개
코브레 & 김의 공동 창립자인 김상윤 변호사가, 소송 전문 로펌 및 변호사들을 위한 대표적 가이드인 벤치마
크 리티게이션에 의해 최고의 소송 변호사로 인정받았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benchmark-litigation-recognizesmichael-kim-as-revered-among-litigation-peers-ko-kr
2016 08 9
차이나 로 & 프랙티스, 코브레 & 김을 국제 분쟁 해결 분야 최고의 로펌 후보로 선정
중국의 투자자, 경영인, 사내 변호사들에게 법규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이나 로 & 프랙티
스는 코브레 & 김이 국제 비즈니스 분쟁에서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온 성과에 주목하여, 2016년 시상
식에서 국제 분야 "올해의 분쟁 해결 전문 로펌" 중 한 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china-law-and-practice-shortlists-kobreand-kim-for-international-dispute-resolution-work-ko-kr
2016 08 6
코브레 & 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 선정 '올해의 소송 전문 로펌' 최종 후보
최근 한 저명한 아시아 법조 전문지는, 코브레 & 김이 홍콩에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고객의 비즈니스 환
경 대응을 효과적으로 도운 성과에 크게 주목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asian-legal-business-honors-kobre-andkim-as-finalist-for-litigation-firm-of-the-year-ko-kr
2016 08 3
코브레 & 김, 볼트에 의해 2017년 최고의 중형 로펌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
볼트가 작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미국 최고의 중형 로펌을 선정하는 "150명 미만 최고 로펌 150곳" 랭킹에
코브레 & 김이 선정되었습니다. 코브레 & 김은 이번 2017년도 랭킹에서 "복잡한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가
장 먼저 믿고 찾을 수 로펌"으로 인정받으며, 볼트가 선정한 미국 전체 부티크 소송 로펌 가운데 6위에 랭크
되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an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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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8 1
코브레 & 김 아시아 분쟁팀, 2016년 AsiaLaw 아시아 태평양 분쟁 해결 시상식에서 최고 로펌 후보로 선
정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가이드인 AsiaLaw는 국제 분쟁 해결 분야에서 코브레 & 김의 성과
에 주목하여, 2016년 AsiaLaw 아시아 태평양 분쟁 해결 시상식에서 "준수 및 규제 분야 최고의 로펌" 후보
로 선정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and-kims-asia-disputes-teamshortlisted-for-2016-asialaw-asia-pacific-dispute-resolution-awards-ko-kr
2016 07 26
챔버스 & 파트너스, 2016년판에서 코브레 & 김을 최고 로펌 가운데 한 곳으로 평가
챔버스 & 파트너스는 일반 상사 소송, 기업 조사 및 부패방지, 화이트칼라 범죄 및 정부 조사, 구조조정/지급
불능 분야에서 코브레 & 김과 다수의 우리 변호사들이 지난해 달성한 탁월한 성과를 인정하고 중국, 중남미,
미국, 글로벌 무대에서의 우리 로펌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and-kim-earns-top-rankings-inthe-2016-edition-of-chambers-and-partners-ko-kr
2016 07 26
리걸 500 US, 코브레 & 김을 상사 소송 및 화이트컬러 범죄 변호 분야의 미국 최고 로펌 중 한 곳으로 선정
리걸 500 US 는 2016년판 로펌 랭킹에서 코브레 & 김을 일반 상사 소송 및 화이트컬러 범죄 변호 분야의
최고 로펌 중 한 곳으로 선정하면서, 우리 로펌 변호사 6명의 눈부신 성과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the-legal-500-identifies-kobre-and-kimas-a-nationwide-leader-in-commercial-litigation-and-white-collar-criminal-defense-ko-kr
2016 07 20
후즈 후 리걸이 선정한 자산 회수 분야 최고 변호사에 코브레 & 김 변호사 9인 포함
후즈 후 리걸 은 자산 회수 법률 서비스 시장을 분석하면서 김상윤, Randall Arthur, James Corbett QC,
Marcus J. Green, Robert W. Henoch, Rebecca Hume, Andrew C. Lourie, David H. McGill, Tim
Prudhoe 변호사를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whos-who-legal-recognizes-nine-kobreand-kim-lawyers-as-leading-practitioners-in-asset-recovery-ko-kr
2016 06 22
코브레 & 김, 유럽 사무소에 미 연방 법무부 검사 출신 변호사 영입으로 유럽 조사팀 역량 강화
코브레 & 김은 최근 런던 사무소에 Jason A. Masimore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정부 집행 및 조사팀을 보강
했습니다. 미 법무부에서 검사로 근무한 경력의 Masimore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 사건 조사 경험을 토대로
부패/뇌물수수, 증권/조세 사기 및 분식 회계, 시세 조작, 미국 제재 조치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기업 및 개인 고객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bolsters-europeinvestigations-team-with-addition-of-former-us-department-of-justice-prosecutor-in-europe-ko-kr
2016 06 21
코브레 & 김 패널: 2016년 미국의 영업비밀방어법과 유럽의 영업비밀지침
4월 27일 미 의회에서 통과된 영업비밀방어법은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강력한 구제 수단을 부여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비밀 정보를 유용한 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유럽연합 역시 4월
에 영업비밀지침을 통과시킴으로써 회원국들 간의 영업비밀 관련법 조율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complimentary-event-the-us-defend-tradesecrets-act-and-european-trade-secrets-directive-of-2016-ko-kr
2016 06 17
미 법무부 검사 출신 Jason A. Masimore 변호사, 미국 정부 조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제공
미 연방 법무부 소속 형사부 검사 출신으로 우리 로펌 런던 사무소의 유럽 정부 집행 사건 변호 및 조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Jason Masimore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영국에서 벌이는 조사 및 집행이 증가하는 추세와
그 영향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ason-a-masi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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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6 2
Jonathan Cogan, John Couriel 및 Robin Rathmell 변호사, 미국과 영국에서의 증거 확보 기술 공
유
Jonathan Cogan, John Couriel 및 Robin Rathmell 변호사는, 국제 소송이 증가하는 오늘날 미국, 영국,
영국법 관할지역에서 증거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onathan-cogan-john-couriel-and-robinrathmell-share-techniques-for-collecting-evidence-in-the-us-and-uk-ko-kr
2016 05 2
파산 전문 Jeremy Hollembeak 변호사, 2015-2016년 국제도산협회 특별 회원으로 선정
파산 및 채권자-채무자 분쟁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Jeremy Hollembeak 변호사가 국제도산협회 특별
회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bankruptcy-attorney-jeremyhollembeak-named-a-2015-2016-insol-fellow-ko-kr
2016 04 25
Vasu Muthyala 변호사, 인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알아야 할 부패방지 제도 및 미 정부 집행 추
세 논의
미연방 검사 출신으로 아시아 지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Vasu Muthyala 변호사가, BDO INDIA와 인도 내
미 상공회의소의 주최로 뉴델리에서 열리는 2016년 해외부패방지법 마스터 클래스에서 미 정부의 인도 내
부패방지법 집행 동향에 대한 통찰을 공유합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vasu-muthyala-discusses-anti-corruptionus-government-enforcement-trends-for-companies-operating-in-india-ko-kr
2016 04 15
돈이 도대체 어디 숨었을까? 김상윤 변호사, 효과적인 국제 자산 추적 전략 논의
김상윤 변호사는 미국 파산 협회 주최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4차 춘계 연례 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에서
의 효과적인 자산 추적 조사 전략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where-in-the-world-is-the-money-michaelkim-discusses-strategies-for-an-effective-cross-border-asset-tracing-operation-ko-kr
2016 03 1
코브레 & 김, 부패방지법 분야에서 차이나 비즈니스 로 상 수상
차이나 비즈니스 로 저널 은 부패방지법 분야를 선도하는 로펌 중 한 곳으로 코브레 & 김을 선정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and-kim-receives-china-businesslaw-award-for-anti-corruption-work-ko-kr
2016 02 26
코브레 & 김 변호사들, 국제 소송, 중재, 거래 컨퍼런스에서 국제 지급불능 및 국제 판결 집행에 관해 논의
Adriana Riviere-Badell 변호사(마이애미 사무소)와 James Corbett 칙선/법정 변호사는 마이애미에서 열
린 국제 소송, 중재, 거래(ILAT)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다중 관할 파산 및 지급불능 사건의 증가 추세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따른 복잡한 난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kobre-and-kim-lawyers-discussed-crossborder-insolvency-and-international-judgment-enforcement-at-the-international-litigationarbitration-and-transactions-conference-ko-kt
2016 02 25
Vasu Muthyala 변호사, 인도 국제 인수에 있어서의 자금 세탁 방지법 및 해외부패방지법 쟁점 진단
연방 검사 출신으로 우리 로펌의 아시아 정부 집행 및 조사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Vasu Muthyala 변
호사는 미국 변호사 협회 인도 섹션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미국에서의 현 규제 환경이 글로벌 시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vasu-muthyala-examines-anti-moneylaundering-regulation-and-fcpa-issues-in-india-cross-border-acquisition-ko-kr
2016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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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Perlstein 변호사, 데이터 보안 사고 관련 소송에 대해 논의
Steven W. Perlstein 변호사는 데이터 보안 사고 관련 쟁점 및 그에 따른 민형사 소송 유형에 관한 토론회를
이끌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httpskobrekim-comnews-krstevenperlstein-discussed-data-breach-litigation-ko-kr
2016 02 9
코브레 & 김 이스라엘팀, 소송 비용 펀딩 및 기타 현금화 수단 논의
이스라엘 사무소에서 정부 집행 사건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Robert Henoch 변호사,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에서 지적재산권 및 기술 소송을 맡고 있는 Michael Ng 변호사, 그리고 우리 로펌의 공동 창립자인 Steven
Kobre 변호사는 이스라엘의 기업가 및 투자자들이 국제 분쟁에서의 법적 청구를 활용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kobre-and-kims-israel-team-presentslitigation-funding-and-other-monetization-tools-ko-kr
2016 01 6
코브레 & 김, 과테말라 난민의 법적 이민 신분보장 대리
코브레 & 김의 무료변론팀은 모국인 과테말라의 폭력을 피해 떠난 십대 청년을 위해 합법적 이민자 신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kobre-and-kim-secures-legalimmigration-status-for-a-guatemalan-refugee-ko-kr
2015 11 16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에서 코브레 & 김 소개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은 2016년판을 통해 코브레 & 김 뉴욕 사무소를 "진정 특별한" 팀으로 표현하며 찬사
를 보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and-kim-featured-in-benchmarklitigation-ko-kr
2015 09 25
코브레 & 김, 무료 변론 클라이언트의 망명 자격 획득
코브레 & 김의 무료변론팀은 미국에 도피해 있는 엘살바도르 태생의 고객이 성공적으로 망명신청을 허가받
는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firm-news/grant-of-asylum-secured-for-kobre-andkim-pro-bono-client-ko-kr
2015 08 4
코브레 & 김, 홍콩, 중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우수 로펌 상 후보로 선정
코브레 & 김은 Asia Law Business 지가 주관하는 제14차 연례 홍콩법률상 (Hong Kong Law Awards)과
관련하여 "올해 최고 송무로펌"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and-kim-recognized-by-topawards-nominations-in-china-and-asia-pacific-ko-kr
2015 07 21
William McGovern, 신흥국가의 반부패규제에 관한 제 6차 글로벌 포럼에 패널로 참가
코브레 & 김의 홍콩사무소 파트너인 William McGovern변호사는 신흥국가의 반부패규제에 관한 제 6차 글
로벌 포럼 "개인책임의 부상—중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의 체포, 현장단속, 임원 기소에 대한 대처 방
안"에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william-mcgovern-presents-at-the-6thannual-global-forum-on-anti-corruption-compliance-in-high-risk-markets-ko-kr
2015 07 1
코브레 & 김, Chevron 주관 다양성 우수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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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은 Chevron 사내 법무팀이 수여하는 로펌 다양성 우수상(Law Firm Diversity Recognition
Award)을 수여 받았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chevron-recognizes-kobre-and-kim-withlaw-firm-diversity-award-ko-kr
2015 06 29
Roger Burlingame 변호사, 런던에서 제 3자 반부패규제에 대해 토의
미국 법무부 (DOJ) 검사 출신 런던 사무소 파트너인 Roger Burlingame변호사는 6월 29일 열린 AntiCorruption: London Edition 회의에 전문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제 3자 반부패규제 모니터링 프로그램
을 정부의 정밀조사에 대항할만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oger-burlingame-to-discuss-third-partyanti-corruption-compliance-in-london-ko-kr
2015 06 23
Randall Arthur변호사, 아시아 사기, 자산 회수 포럼에서 파산관재인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
코브레 & 김의 파트너인 Randall Arthur 변호사는 6월 23일 홍콩에서 개최된 사기 및 자산 회수 포럼에 패
널로 참여하여 "국제 자산 회수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역할"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randall-arthur-analyzes-the-role-ofinsolvency-administrations-at-fraud-asset-tracing-and-recovery-asia-ko-kr
2015 06 12
Matthew Menchel 변호사, "재판부의 관점: 재판정의 전설" 세미나에 참석
코브레 & 김 마이애미 사무소의 파트너이자 코브레 & 김 로펌 재판실무센터의 원장인 Matthew Menchel
변호사는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법과대학과 Daily Business Review가 6월 12일 주최한 세미
나 "재판부의 관점: 재판정의 전설"에 참석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tthew-menchel-presents-at-view-fromthe-bench-legends-of-the-courtroom-ko-kr
2015 06 4
Jonathan Cogan 변호사, 버뮤다에서 개최된 INSOL 세미나에서 구조조정의 대안 해법에 대하여 토의
코브레 & 김 뉴욕 사무소의 파트너인 Jonathan Cogan 변호사는 6월 4일 버뮤다에서 개최된 "대안 재보험:
기업 구조조정의 대안적 해법”을 주제로 하는 INSOL 일일 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jonathan-cogan-discusses-alternativerestructuring-solutions-at-the-insol-bermuda-one-day-seminar-ko-kr
2015 06 3
코브레 & 김, Legal 500 일반 상사소송과 화이트 칼라 형사사건 변호 분야에서 선도 로펌으로 선정
Legal 500는 올해 미국 로펌 순위에서 코브레 & 김의 정부기관 조사 및 감사 변호팀과 상거래분쟁팀을 높게
평가하였고, 화이트칼라 형사사건 변호와 일반 상사소송 분야에서 코브레 & 김과 파트너 변호사들을 미국 최
우수 등급에 선정하였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legal-500-recognizes-kobre-and-kim-asleader-in-general-commercial-litigation-and-white-collar-criminal-defense-ko-kr
2015 05 19
코브레 & 김, Chambers & Partners 2015판에서 최고 등급 로펌으로 선정
저희 코브레 & 김과 소속 파트너들은 정부기관 조사 사건 변호와 일반상사소송 분야에서 지난 한해 동안 탁
월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accolades/kobre-and-kim-receives-top-rankings-inthe-2015-edition-of-chambers-and-partners-ko-kr
2015 05 18
Marcus Green 변호사, 석유가스산업계의 분쟁해결에 관한 글로벌 포럼에서 국제에너지분쟁의 중재재결
을 현금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코브레 & 김의 Marcus Green 변호사는 5월 18일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석유가스산업의 분쟁해결에 관한
글로벌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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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martpbx-asia.kobrekim.com/news-kr/events/marcus-green-to-discuss-monetizingarbitration-awards-in-international-energy-disputes-at-the-global-forum-on-dispute-resolutionfor-oil-and-gas-industry-ko-kr

변호사 광고. 이전 사건의 결과가 이후 사건에서의 비슷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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