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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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1 8
Shaun Wu 변호사, 인공지능에 의한 세계적 반부패 준수 양상의 변화 논의
코브레 & 김의 Shaun Wu 변호사는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Trace International의 2019년 국제 반부패 준
수 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mpliance Summit)에서 패널 토론을 이끌어 인공지능(AI)과 기
계 학습이 중국 대륙 내외에서 반부패 준수에 미친 영향을 논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ai-changing-anti-corruption-compliance
2019 11 4
CFTC에 대한 코브레 & 김의 정보의 자유법 소송, The Wall Street Journal 지면에 보도
시장조작에 관한 상품선물위원회(CFTC)의 규제 기준을 비밀 합의로 마무리한 위원회의 행보가 주목을 끄는
중 The Wall Street Journal은 CFTC에 대한 코브레 & 김의 최근 소송을 보도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kim-foia-suit-cftc-wall-street-journal
2019 11 1
코브레 & 김, 재판상 합의 함구령 내린 CFTC에 대해 National Law Journal 지면에서 비판
코브레 & 김은 최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Kraft-Mondelez와 한 재판상 합의와 관련하여 정보의 자
유법 하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goes-after-the-cftc-over-settlement-gag-order-national-law-journal
2019 10 30
코브레 & 김, The Verge 지면에서 중국 억만장자의 파산 계획에 반격
중국 자산관리회사 Shanghai Lan Cai를 대리하며 억만장자 채무자인 Jia Yueting에 대하여 중재판정 집행
을 위해 노력중인 코브레 & 김의 Chris Cogburn 변호사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The Verge에 공개 발
언을 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kim-fights-chinese-billionaire-bankruptcy-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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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kim-global-investigations-review-100-firms
2019 10 28
Robin Rathmell과 Sean Buckley 변호사, Levick의 전자책에서 외국계 회사의 제재 준수 논의
화이트 칼라 범죄 전문 변호사 Robin Rathmell과 Sean Buckley는 Levick의 전자책 3판 ‘미국의 규제적,
법적 및 의사소통 도전 극복’에서 외국 기업의 미국 제재 준수를 논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robin-rathmell-sean-buckley-sanction-compliance-foreigncompanies-levick
2019 10 23
Jeremy Bressman 변호사, 중국 내 해외 투자자에 관하여 Israel Desks와 인터뷰
코브레 & 김의 Jeremy Bressman 변호사는 2019년 9월자 Israel Desks 지면에서 이스라엘 기술 시장에서
의 해외 투자와 중국에서 투자 규제의 역할을 논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jeremy-bressman-speaks-with-israel-desks-on-foreign-investorsin-china
2019 10 21
미국 내 영업비밀 도용 민사소송 대처 방법

2019 10 18
코브레 & 김, Law 360을 통하여 중국 억만장자의 파산 계획 맹비난
코브레 & 김이 중국의 억만장자 Jia Yueting에 대한 중재판정 집행 싸움을 계속하는 가운데 Jia Yueting은
판결 지연 혹은 우회를 노리는 심산인 듯 제11장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제 도산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코브레 & 김의 Daniel Saval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Law 360에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번 제11장 신청
은 "파산법을 기만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예"라며 맹공격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kim-denounces-chinese-billionaire-debtor-bankruptcy-planlaw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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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artin-de-luca-investigations-latin-america-iv-internationalcompliance-congress
2019 10 2
코브레 & 김, Cointelegraph와 함께 코인 공개 사건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단속을 통한 규제 사
고방식’ 논의
디지털 화폐 관련 분쟁과 수사에서 고객을 대리해온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와 David McGill 변호
사는 최근 Cointelegraph와의 인터뷰에서 메시지 사업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 Kik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계속되는 싸움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kim-sec-regulation-by-enforcement-mentality-icocointelegraph
2019 10 1
코브레 & 김, 자산 동결 명령 위반한 인도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네덜란드 법원에서 1억 달러 가액 소환
코브레 & 김은 Pinpoint Asset Management를 대리하여 기술 기반시설 기업인 Rolta Global을 계속 압박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서 기존 동결 명령 위반을 주장하며 미화 1억
달러 액수의 소환을 송달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issues-summons-against-indian-m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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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arcus-green-moderates-panel-exploring-enforceable-awards
2019 09 24
Shaun Wu 변호사, 중국 금융기관에서 내부고발자 청구 논의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Shaun Wu 변호사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2019년 연차 총회에서 중국 국적의 금융 서비스 회사의 내부고발자 환경에 관하여 발표
할 예정입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on-whistleblower-claims-in-chinas-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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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vasu-muthyala-on-double-jeopardy-at-iba-seoul
2019 09 24
Benjamin Sirota 변호사, Law360과 함께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수사 및 그 영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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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Benjamin Sirota 변호사는 주, 연방, 및 의회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페이스북, 구글, 애플
과 아마존에 대해 개시한 대규모 수사가 미칠 영향을 Law360 인터뷰에서 논했습니다. ‘앞으로의 파급효과
를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라고 Benjamin Sirota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benjamin-sirota-discusses-big-tech-probes-with-law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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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kim-speaks-on-ai-enhanced-litigation-and-criminalinvestigations-at-iakl
2019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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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nathan-park-talks-privacy-protections-napaba-aabany-fallconference
2019 09 12
코브레 & 김, Law 360 UK 기사에서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국제 판결 집행 논의
판결 집행에 잔뼈가 굵은 Andrew Stafford QC와 James Chapman-Booth 변호사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려는 영국 당사자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논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discusses-judgment-enforcement-in-wake-of-a-nodeal-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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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adriana-riviere-badell-speaks-asset-recovery-trends-offshorealertlatin-america-conference
2019 09 11
코브레 & 김, 네덜란드 법원에서 인도 국적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2.33억 달러 동결 명령 받아내
코브레 & 김 변호사 John Han과 Jef Klazen은 고객인 Pinpoint Asset Management를 대리하여 인도의
기술 기반시설 회사 Rolta에 대한 대규모의 동결 명령을 확보하였습니다. 국제 판결 집행에 경험이 많은 변
호사인 John Han은 Law360 UK 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쾌거를 논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secures-freezing-order-in-a-dutch-court
2019 09 10
코브레 & 김 국제 판결 집행 팀 AmLaw 보도: “판결 추적견, 또 다시 쾌거를 올리다”
코브레 & 김의 John Han 및 Chris Cogburn 변호사가 채무에 쫓기는 중국 Jia Yueting에 대해 거둔 최근의
승소가 The American Lawyer의 ‘오늘의 소송’ 시리즈에 실렸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kim-international-judgment-enforcement-team-amlawjudgment-bloodhounds-at-it-again
2019 09 10
Shaun Wu 변호사, China Law and Practice 지면상에서 중국의 기업 사회 점수 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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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코브레 & 김 Shaun Wu 변호사는 China Law and Practice와 인터뷰를 하여 중국이
기업 사회 점수 체계를 집행할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비(非)중국 기업 내 준수체제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
다. 중국에서의 준수와 반부패 사안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Shaun Wu 변호사는 떠오르는 규제 사안에 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analyzes-china-corporate-social-credit-system-chinalaw-and-practice
2019 09 6
Evelyn Sheehan 변호사, GIR에서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의 강화된 수사 및 집행 조치 논의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는 테러 자금
조달 및 자금세탁 위협 및 관련 기관을 수사하고 표적으로 삼는 새로운 분과의 신설을 공표했습니다.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는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와 인터뷰를 하여 이러한 새로운 집행
조치가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evelyn-sheehan-discusses-fincen-bolstered-investigation-in-gir
2019 09 6
Scott Hulsey 변호사, Bloomberg Law 지면에서 압수수사에 대한 외국 기업 대응 논의
코브레 & 김의 Scott Hulsey 변호사는 미국 내의 외국 기업과 그 직원이 미국 법집행 기관에 의한 예상치 못
한 정보 압수 및 수사의 위험에 대비하는 방책을 Bloomberg Law 지면에서 논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cott-hulsey-discusses-how-foreign-companies-navigate-dawnraids-bloomberg-law
2019 09 4
Who’s Who Legal, 코브레 & 김 변호사 12인을 자산 회수 분야 최고의 전문가 인정
Who’s Who Legal 이 최근 발행한 자산 회수 분야 분석기사에서 Michael S. Kim, Randall Arthur, Robin
Baik, Timothy de Swardt, Robert Henoch, Rebecca Hume, Jef Klazen, Andrew C. Lourie, David H.
McGill, Andrew Stafford QC, Carrie A. Tendler 및 Peter Tyers-Smith 변호사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국
제적 엘리트 생각 선도자에 이름을 올린 Michael Kim 변호사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탁월한 자산 회수 전문
가 중 1인’이며 ‘국제 규제 절차, 사기 및 부도 사안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특출한 변호사”’라는 수식이 붙었
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whos-who-legal-recognizes-kobre-and-kim-leading-practitionersin-asset-recovery
2019 08 22
Beau Barnes 변호사, Law 360과 함께 해외재산관리국 제재 집행 활동에서 디지털 화폐 주소 블랙리스
트의 파급효과 논의
코브레 & 김의 Beau Barnes 변호사가 Law 360과 함께 미국 해외재산관리국이 최근 암호화폐 주소를 블랙
리스트에 올린 결정을 논의하였습니다. 수사 및 규제 활동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Barnes 변호사는 이 새로
운 전술이 장래 규제 및 디지털 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beau-barnes-on-ofac-sanction-enforcement-actions-with-law360
2019 08 22
코브레 & 김, 심문을 위해 중국 억만장자 Jia Yueting을 소환하는 캘리포니아 법원의 명령 확보
중국 억만장자 Jia Yueting을 공격적으로 추적하면서 코브레 & 김은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한 번 중대한 쾌거
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판결 채무자 심문을 위한 출석 명령 확보가 그것입니다. 국제 판결 집행에 경험이 풍
부한 변호사이며 Jia Yueting의 채권자를 대리하는 Chris Cogburn 변호사는 이번 승리에 관하여 Law 360
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secures-california-order-calling-billionaire-jiayueting-for-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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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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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brekim.com/news-kr/human-rights-first-awards-kobre-and-kim-with-2019-marvin-efranke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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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vasu-muthyala-teaches-a-master-class-on-anti-corruption-andthe-fcpa-at-amcham-india
2019 08 16
Benjamin Sauter 변호사, Financial Times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월권을 논의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Financial Times와 인터뷰하여 CFTC v Kraft Foods Inc. 사건
과 Mondelez Global LLC 결정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합의를 하면서 저지른 월권 및 선물
시장에 대한 영향을 논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benjamin-sauter-discusses-cftc-overreach-with-the-financialtimes
2019 08 8
Jef Klazen, Marcus Green 및 Chris Cogburn 변호사, 미국에서의 중재 집행 현황 논의
‘중재에서 승리한다고 반드시 지급 판결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중재 판정 집행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는 특유의 법적 사안이 관여됩니다.’ 코브레 & 김 국제 판결 집행 팀의 핵심
인원인 Jef Klazen, Marcus Green 및 Chris Cogburn 변호사가 Global Arbitration Review에서 발행하는
지침인 The Arbitration Review of the Americas 2020 최근호의 지면에서 미국 내 중재판정 집행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기회를 논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jef-klazen-marcus-green-and-chris-cogburn-discuss-arbitrationaward-enforcement-in-the-us
2019 08 7
Hartley West 변호사, Vault 질의응답에서 정부 집행 방어 법무 설명
Vault의 2019년 법무 분야 가이드의 일부를 이룬 질의응답에서 코브레 & 김의 Hartley West 변호사는 화
이트칼라 범죄 및 자산 몰수 사건에 초점을 맞춘 자신의 전문분야를 설명하였습니다. Hartley West 변호사
는 또한 자신이 대리해온 다양한 고객 및 최근의 주요 수임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hartley-west-unpacks-government-enforcement-defense-in-vault
2019 07 30
Ben Sirota 변호사, 법무부 반독점과에서 발행한 새로운 반독점 준수 국면 논의
코브레 & 김의 Ben Sirota 변호사는 Crowell & Morning의 Juan A. Arteaga와 함께 법무부의 반독점과의
새로운 국면을 다룬 기사 ‘가상한 가산점: 법무부의 새로운 기업 내 반독점 준수 프로그램 가산점 정책’을 냈
습니다. 기사에서는 기업 내 반독점 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법무부 반독점과의 정책 변화를 논하면서 이후의
추이를 예측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ben-sirota-discusses-new-development-in-antitrust-compliance
2019 07 30
코브레 & 김의 Robert Henoch 변호사, 이스라엘 CFO Forum과 인터뷰
CFO Forum에서의 발표에 이어 Robert Henoch 변호사는 이스라엘 CFO Forum과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국세청, 증권거래위원회 및 법무부 등 미국 정부기관에 의한 이스라엘 국적 기업에 대한 위험 및 이른 대응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법을 논의했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는 미국이 ‘장거리’ 관할 국가라는 사
실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미국에 어떤 작은 접점이라도 있으면 이스라엘 회사에 대하여 미국법을 적
용하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라고 Robert Henoch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robert-henoch-with-the-israel-cfo-forum
2019 07 25
India Business Law Journal, 코브레 & 김을 인도 관련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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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Business Law Journal에서 2019년 최고의 인도 관련 국제 법무법인을 지정하면서 코브레 & 김을
‘주목해야 할 법무법인’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Vasu Muthyala 변호사가 인도 법무법인 및 회사와
의 ‘강한 유대관계’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
2019 07 25
코브레 & 김 변호사들, U.S.-Israel Legal Review에서 크로스보더 판결 집행과 자산 회수 논의
코브레 & 김의 Robert Henoch, Jef Klazen 및 Jeremy Bressman 변호사가 Global Legal Review 및
Nishlis Legal Marketing 간행물인 U.S.-Israel Legal Review 2019 지면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국
제 판결 집행 및 자산 회수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논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discuss-judgment-enforcement-and-assetrecovery-in-us-israel-legal-review
2019 07 24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전 세계적 부패 수사 촉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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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vasu-muthyala-conducts-anti-corruption-and-complianceworkshop
2019 07 22
코브레 & 김 Foreign Policy 기고: 미-중 무역전쟁의 다음 전선은 중국 은행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Nathan Park 그리고 Beau Barnes 변호사는 지난 주말 Foreign Policy의
지면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최신 전개방향을 논하면서, 3개의 중국 은행에게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하여 소
환장에 응하라고 한 미국 연방법원의 명령을 해설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in-foreign-policy-us-china-trade-war
2019 07 17
Shaun Wu 변호사, 중국과 G20 회원국을 위한 일대일로 기업 도덕성과 준수 논의
7월 18일 목요일에 코브레 & 김의 Shaun Wu 변호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기업 도덕성과 준수 세미나
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on-the-belt-and-road-for-chinese-and-g20-memberstate-companies
2019 07 16
Nathaniel Barber 변호사, CDR에서 브렉시트 이후 금융감독원(FCA) 집행의 미래 논의
영국 법정변호사인 Nathaniel Barber 변호사는 상사분쟁해결(Commercial Dispute Resolution)과 인터
뷰하면서 영국의 금융감독원(FCA)에서 발행한 2018-2019 보고서와 당 보고서가 규제 우선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논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nathaniel-barber-discusses-future-of-fca-enforcement-post-brexitin-c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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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ranks-for-litigation-in-israel-desks-league
2019 07 2
Vasu Muthyala 변호사, TRACE 뇌물수수 및 경제범죄 회의에서 폭스바겐과 준수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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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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vasu-muthyala-discusses-volkswagen-and-compliance-at-thetrace-bribery-and-economic-crime-summit
2019 06 27
Beau Barnes 변호사, 디지털 화폐계에서의 제재 이행강제와 관련하여 GIR과 인터뷰
제재 위반으로 수사의 대상이 된 고객을 대리한 경험이 풍부한 Beau Barnes 변호사는 암호화폐 산업이 직
면한 최신 규제 사안인 제재 준수와 관련하여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beau-barnes-speaks-with-gir-on-sanctions-enforcement-in-digitalcurrency-world
2019 06 25
Wade Weems 변호사, 중국 은행이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South China
Morning Post와 인터뷰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에 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서, 최근 미국
법무부가 3개의 대형 중국 은행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 South
China Morning Post 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wade-weems-with-south-china-morning-post-on-chinese-banks
2019 06 25
Nathaniel Barber 변호사, FCA의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 GRG 분과 최종 보고서와 관련하여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과 인터뷰
런던에서 활동하는 코브레 & 김 변호사 Nathaniel Barber는 최근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과의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의 국제 구조조정 분과(Global Restructuring Group, GRG)의 중소기업
처우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 대해 논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nathaniel-barber-speaks-on-the-fcas-final-report
2019 06 20
Shaun Wu 변호사, 상하이 사내변호사 회의에서 중국 기업의 준수 논의
6월 20일에 코브레 & 김 변호사 Shaun Wu는 올해 Asian Legal Business(ALB)의 상하이 사내변호사 회
의에서 내부 조사와 준수를 다룬 패널 토론 의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on-compliance-at-shanghai-in-house-legal-summit
2019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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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robin-rathmell-discusses-cross-border-asset-forfeiture-at-step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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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william-mcgovern-discusses-shifting-us-immigration-enforcement
2019 06 18
범죄인 인도와 적법절차, 미국 망명 신청자에게도 적용 예정
2019 06 17
Wade Weems 변호사, 중국 의료산업의 부패를 다룬 New York Times 탐사보도에 인용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국제적 뇌물수수 수사를 받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및 개인에게 자
문을 제공해온 전문가로서, 중국 의료산업의 부패상을 다룬 The New York Times의 탐사보도와 관련하여
최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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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brekim.com/news-kr/wade-weems-in-new-york-times-on-corruption-within-chinashealthcare-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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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adam-lavine-discusses-asset-recovery-strategies-at-iii-nextgen
2019 06 13
Benjamin Sauter 변호사, Wired에서 와이오밍주의 암호화폐 법제와 연방정부의 규제 논의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변호사가 암호화폐 산업이 직면한 각종 규제 사안에 관한 경험과 통찰을
기반으로 Wired에서 와이오밍주의 암호화폐 친화적 주법,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 유사한 입법이 이루어질 가
능성을 논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benjamin-sauter-discusses-wyoming-cryptocurrency-in-w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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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nick-cherryman-bolsters-kobre-and-kims-cross-border-disputescapabilities
2019 06 12
크로스보더 분쟁의 거물 Nick Cherryman 변호사, 코브레 & 김의 런던 사무실에 합류
업계를 선도하는 국제 상사분쟁 변호사인 Nick Cherryman 변호사가 저희 코브레 & 김 런던 사무실에 함께
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nick-cherryman-joins-kobre-and-kims-london-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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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sean-buckley-scott-hulsey-beau-barnes-speak-to-the-uscbc
2019 06 6
Shaun Wu와 Jian Wu 변호사,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에서 미국 투
자자에게 열린 기회 논의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and-jian-wu-on-chinas-belt-and-road-initiative
2019 06 6
Benjamin Sauter와 David McGill 변호사, Law 360에서 최근의 Kik과 SEC 충돌 관련 인터뷰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블록체인 개발자부터 화폐 거래소까지 디지털 화폐 관련 고객을
대리해온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Sauter 변호사는 Wired Magazine과 함께 암호화폐 플랫폼 Kik이 미국 증
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논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benjamin-sauter-and-david-mcgill-on-kik-sec-clash
2019 06 5
Shaun Wu 변호사, PLI 2019년 국제사법학회에서 다국적 기업(MNC)에 대한 정부의 국제적인 감사와
수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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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실무가 협회(Practising Law Institute)가 뉴욕에서 6월 5일 개최하는 2 019년 국제노동법 학회에서 코
브레 & 김의 Shaun Wu 변호사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사내변호사 및 고위 경영간부와 함께 패널 토론에
합류하여 다국적 기업을 수사하고 자문을 제공할 때 법조인이 이용할 만한 실용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
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discusses-cross-border-government-audits-and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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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evelyn-sheehan-discusses-the-challenges-of-conducting-internalinvestigations
2019 06 5
Benjamin Sauter 변호사, Wired 인터뷰에서 Kik 대 SEC 사건으로 인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
호화폐 규제 변화 가능성 논의
https://kobrekim.com/news-kr/benjamin-sauter-on-kik-v-sec-in-wired
2019 06 5
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압류(Seizing the Money)
2019 06 4
Beau Barnes 변호사, 해외재산관리국(OFAC)의 최근 집행과 관련하여 Law360과 인터뷰
이번 주말 코브레 & 김의 Beau Barnes 변호사는 스테이트가(街) 은행신탁사(State Street Bank & Trust
Co.)에 대하여 위반 판정을 내리되 벌금은 부과하지 않은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의 최근 결정에 관하여 Law360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beau-barnes-speaks-with-law360-on-o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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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farrington-yates-discusses-forum-shopping-issues
2019 06 3
코브레 & 김 변호사 팀, 자동화 침입자에 대한 기업의 자기방어 전략 인터뷰
Steven Perlstein, Benjamin Sauter, Beau Barnes 로 구성된 코브레 & 김 변호사 팀이 New York Law
Journal의 사이버보안 특별호에서 악성 인터넷 봇의 증가 추세, 이에 대한 미국법의 대응, 그리고 기업의 정
보 보호 대책을 논의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lawyers-on-how-businesses-can-protectthemselves-from-automated-intruders
2019 06 3
Benjamin Sauter와 David McGill 변호사, 킥(Kik)의 암호화폐 변호기금 및 증권거래위원회(SEC) 소
송 관련 인터뷰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와 David McGill 변호사는 킨(Kin) 암호화폐를 출시한 회사인 킥(Kik)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Cointelegraph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benjamin-sauter-and-david-mcgill-on-kiks-defend-crypto-fund
2019 06 3
John Han과 Wade Weems 변호사,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시아의 불공정경쟁관행에 관한 세미나 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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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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ohn-han-wade-weems-lead-seminar-on-unfair-competition
2019 05 30
어려운 Chapter 11 자산 회수 노력에서 중국을 간과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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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wade-weems-with-heywon-shin-voluntary-disclosure
2019 05 24
코브레 & 김, 글로벌 조사 리뷰(Global Investigation Review; GIR)의 감독에 대한 가이드에서 동아
시아에서의 글로벌 감독 소송 영향 논의
코브레 & 김의 변호사-Shaun Wu, Daniel Lee, Ryan Middlemas 및 권재준(Jae Joon Kwon) 변호사- 팀
은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의 감독에 대한 가이드의 초판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법적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강조가 역사적으로 감독 행위가 부족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attorneys-discuss-global-monitorship
2019 05 23
최고 전략 책임자 Gary Singer, The American Lawyer에서 소개 관계(Referral Relationship)의
중요성 논의
https://kobrekim.com/news-kr/gary-singer-on-the-importance-of-referral-relationships
2019 05 23
Robert Henoch 변호사, Haaretz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FCPA 집행 소송 가능성 검토
코브레 & 김 변호사이자 전 미국 법무부(DOJ) 검사 출신인 Robert Henoch 변호사는 이스라엘 독립 신문
Haaretz에서 뇌물 수수혐의 사건에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의 기능 및 적용을 설명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robert-henoch-examines-potential-for-fcpa-enforcement-actions
2019 05 22
인도에 대한 미국의 집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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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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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farrington-yates-discusses-litigation-finance-at-btg
2019 05 15
“카르텔을 향한 경고”: 한미 반독점법 규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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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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daniel-lee-on-the-challenges-of-conducting-internal-investigations
2019 05 13
Beau Barnes 변호사, 해외재산관리국(OFAC)의 집행 전략이 회사에서 임원으로 옮겨질 가능성 논의
코브레 & 김의 Beau Barnes 변호사는 미국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OFAC)의 법집행에 대한 최근의 진행
상황과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 제재와 규제 배경에 대해 Law 360에서 논의하였습니
다. 수년간의 제재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지침 문서와 OFCA의 집행 조치는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과징금 부과로 전략적 전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beau-barnes-discusses-potential-ofac-enforcement-strategy-shiftfrom-companies-to-execu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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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ohn-han-randall-arthur-explore-asset-traci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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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ian-wu-discusses-dispute-resolution-between-chinese-investorsand-local-african-partners
2019 05 8
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동결(Freezing the Money)
2019 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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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calvin-koo-and-vasu-muthyala-on-advising-financial-institutions
2019 05 2
Benjamin Sirota 변호사, New York Law Journal에서 법무부 반독점 부서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
그램에 대한 진화하는 처리방안 논의
코브레 & 김의 변호사이자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 부서의 전 검사 출신인 Benjamin Sirota 변호사는 기
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 양형 및 조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담당하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부
서의 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benjamin-sirota-on-doj-antitrust-s-evolving-treatment-ofcorporate-compliance-programs-with-new-york-law-journal
2019 04 30
Marcus Green 변호사, 소송 금융 관련 General Counsel Forum에서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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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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arcus-green-discusses-the-process-of-underwriting-at-thegeneral-counsel-forum-on-litigation-finance
2019 04 26
Michael Kim 변호사,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형사 체포 및 송환 문제 논의
코브레 & 김의 공동 창업자인 Michael Kim 변호사는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사람들에 대한 체포와
그들의 잠재적 송환과 관련하여 미국과 스페인 간의 국제 관계를 논의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유명 신문사인
동아일보는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michael-kim-discusses-criminal-appreh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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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david-mcgill-moderates-a-panel-on-enforcement-actionsinvolvi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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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ason-masimore-discusses-the-power
2019 04 23
코브레 & 김의 변호사, Mealey’s에서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판결 집행 세부 전략 설명
코브레 & 김의 Jef Klazen 변호사, Chris Cogburn 변호사 및 Lara Levinson 변호사는 Lexis Nexis의 중재
관련 월간 소식지인 Mealey's International Arbitration Report에서 외국 정부 또는 국영 기업에 대한 판
결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attorneys-detail-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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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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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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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ohn-han-speaks-with-cdr-on-patent-overcharging-saga-againstcpa-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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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4 12
Jason Kang 변호사, South China Morning Post 와 중국의 해외투자자가 직면한 새로운 위험 논의
코브레 & 김 홍콩사무소의 Jason Kang 변호사는 2019년 초에 통과된 중국 정부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 체
제에 뒤에 숨어있는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에 대한 그의 통찰을 홍콩의 주요 신문사인 South China
Morning Post를 통해 제공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jason-kang-with-south-china-morning-post--new-risks-for-prcfacing-foreign-investors
2019 04 10
Jason Masimore 변호사, 미국이 당면한 신병인도 케이스 주의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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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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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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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leif-simonson-to-deliver-talks-on-international-arbitration
2019 04 4
Shaun Wu 변호사, C5 반부패 스위스 컨퍼런스에서 중국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이 다국적 기업에 의미하
는 바 논의
코브레 & 김의 Shaun Wu 변호사는 스위스에서 열린 C5 반부패 컨퍼런스 2019에서, 4월 4일 중국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과 반부패 캠페인이 중국내 다국적 기업이 비지니스를 수행하는데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를 진
행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at-c5-anti-corruption-switzerland
2019 04 3
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찾기(Finding the Money)
2019 04 1
Shaun Wu 변호사, 중국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내부 조사 관련 패널 토론 진행
코브레 & 김 상하이 사무소의 Shaun Wu 변호사는 최근 The Asian Lawyer와 만나 몇 주 전에 통과한 중국
내 외국인 투자법의 “주요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 개정안이 중국내 외국인 투자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changer)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discusses-chinas-new-foreign-investment-regime-withthe-asian-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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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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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scores-victory-in-14m-judgment-against-sky-solarholdings-f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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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daniel-saval-explores-strategies-for-crypto-asset-recovery-at-theinsol-international-conference-in-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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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steven-kobre-talks-recognition-and-enforcement-of-arbitralawards-with-hialsa
2019 03 27
미국 법무부(DOJ)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의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 소환장에 대한 성공적
인 투쟁
2019 03 26
Rebecca Hume 변호사, Financial Poise와 함께 주주분쟁 해결에 대한 웹세미나에 패널로 참석
https://kobrekim.com/news-kr/rebecca-hume-delivers-webinar-on-resolving-shareholderdisputes-with-financial-poise
2019 03 21
Shaun Wu 변호사, 중국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내부 조사 관련 패널 토론 진행
3월 21일, 코브레 & 김의 Shaun Wu 변호사는 상하이에서 개최된 Kluwer의 제4회 국제 중재, 규정, 및 반
독점법 연례회의에서 기업의 내부 조사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leads-panel-on-internal-investigations-for-mncs-inchina
2019 03 21
비즈니스 이메일 사기로 도난당한 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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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brekim.com/news-kr/kunhee-cho-discusses-cross-border-judgment-enforcement-atth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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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and-counsel-takes-record-icsid-award-to-usdistrict-court-for-conocophillips
2019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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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Jake Chervinsky 변호사, Tales from the Crypt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에 대해 논의
코브레 & 김의 Jake Chervinsky 변호사는 3월 12일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Marty Bent 가 진행하는 비트
코인 팟캐스트 Tales from the Crypt에 출연하여 디지털 화폐와 법의 교차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습니
다.
https://kobrekim.com/news-kr/podcast--jake-chervinsky-explores-the-future-of-digital-currencyon-tales-from-the-cr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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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steven-kobre-and-nathan-park-discuss-cross-border-arbitrationa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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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iran-unni-discusses-litigation-privilege-in-corporate-fraudinvestigations-with-c5
2019 03 4
Benjamin Sauter와 Jake Chervisnky 변호사, CoinDesk와 “Stablecoins”의 성장 논의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Jake Chervinsky 변호사는 디지털화폐 규제 문제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선도적인 디지털 화폐 뉴스 매체인 Coin Desk와 Stablecoins의 성장에 대하여 논의를 나누었습니
다.
https://kobrekim.com/news-kr/benjamin-sauter-and-jake-chervinsky-discuss-the-riseof-“stablecoins”-with-coindesk2019 03 4
타이탄과의 충돌: 정부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판결 집행
2019 03 1
코브레 & 김, Westlaw에 외국인 피고들을 위한 규칙(Rule) 4(m)의 중요성 기고
코브레 & 김의 Steven Perlstein, Melanie L. Oxhorn, Brad H. Samuels 변호사 팀은 Veon 관련 증권 소
송의 최근 판결을 분석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on-the-importance-of-rule-4-m--for-internationaldefendants-in-westlaw
2019 03 1
코브레 & 김, DRW 사건 승소 후 AmLaw의 “금주의 소송 전문 변호사(Litigators of the Week)”에
선정
코브레 & 김 변호사팀 – Jonathan Cogan, Andrew Lourie, Matthew Menchel – 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
원회(CFTC)를 상대로 한 시세 조작 사건에서, 시카고 기반의 무역회사 DRW Investments 를 대리하여 승
소하였고, 이 소송과 관련하여 The American Lawyer 의 “금주의 소송전문 변호사(Litigators of the
Week)”로 선정되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places-in-amlaw-s-“litigators-of-the-week”-aftervictory-in-drw-case
2019 03 1
John Couriel 변호사, 미국법학원(American Inns of Court)과 “정부조사 관리 및 대응” 논의
코브레 & 김의 John Couriel 변호사는 마이애미에서 3월 1일에 개최되는 미국법학원(American Inns of
Court)의 판사 및 변호사 회의(Bench & Bar Conference)에서 “정부조사 관리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
행될 토론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15

https://kobrekim.com/news-kr/john-couriel-on-“managing-and-handling-the-governmentinvestigation”--with-the-american-inns-of-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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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rebecca-hume-co-chairs-knect365s-asset-recovery-internationalconference
2019 02 27
Nathaniel Barber 변호사, 상사분쟁해결(CDR)과 함께 영국금융감독청(FCA) 사상 최초 독점규제 결정
분석
코브레 & 김의 Nathaniel Barber 변호사는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과의 대화에서 영국금융감
독청(FCA)의 “기념비적인” 첫 독점규제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nathaniel-barber-unpacks-the-fca-s-first-ever-competitiondecision-with-c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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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vasu-muthyala-examines-corporate-ethics-and-compliance-in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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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ef-klazen-to-discuss-breaking-trusts-and-recovering-assets-infrau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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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brekim.com/news-kr/leif-simonson-discusses-the-current-state-of-internationallitigation-at-ilaw-2019
2019 02 19
Beau Barnes 변호사, The Media Line 에서 ‘규제를 피해가는 미술” 논평
코브레 & 김의 Beau Barnes 변호사는 중동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는 독립 언론사인 The Media Line
과의 대담에서 미국의 제재와 금전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예술작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
로 이란 미술시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beau-barnes-evaluates-the-fine-art-of-evading-sanctions-in-themedia-line
2019 02 13
코브레 & 김, Citywealth 잡지사와 고액순자산보유자 이혼 사건에서 자산 회수방법 논의
민형사상 자산몰수에 대해 실무경험에 기반한 전문성을 갖춘 Jason Masimore, Leonora Sagan 변호사는
Citywealth 잡지사와 나눈 대담에서 고액순자산보유자가 관련된 이혼 합의의 다양한 단계 및 자산회수의 방
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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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discusses-asset-recovery-in-hnwi-divorce-caseswith-citywealth-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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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benjamin-sauter-discusses-cryptocurrency-in-asia-at-the-iba-asiapacifi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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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eremy-hollembeak-to-deliver-webinar-on-ultra-petroleum--makewhol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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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beau-barnes-examines-us-enforcement-of-venezuelan-sanctionsin-20182019 02 7
Beau Barnes 변호사, The Media Line과 ‘새로운 이란 제재 – 암호화폐 단속’ 논평
코브레 & 김의 Beau Barnes 변호사는 중동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는 독립 언론사인 The Media Line
과의 대담에서 최근 이란의 금본위제(gold-backed) 암호화폐 출시와 그것이 이란 경제에 의미하는 바에 대
해 논평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beau-barnes-evaluates-the-‘new-iranian-sanctions-bustingcryptocurrency--in-the-media-line
2019 02 7
Andrew Stafford QC 변호사, The Times와 국제 소송에 대한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의 잠
재적 영향 분석
코브레 & 김 런던의 Andrew Stafford QC 변호사는 The Times 와의 인터뷰에서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가 국제 분쟁해결에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andrew-stafford-qc-discusses-the-potential-impact-of-a-no-dealbrexit-on-cross-border-disputes-with-the-time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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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ason-masimore-discusses-the-future-of-us-wealth-advisement-incit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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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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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brekim.com/news-kr/robin-rathmell-explores-private-client-asset-forfeiture-defense-atthe-cambridge-forum
2019 01 31
AmLaw: “코브레 & 김의 끈질긴 노력으로 승소자들이 보상받는 사례”
코브레 & 김에서 국제 판결 집행 및 자산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John Han, Christopher Cogburn변호사는
은 American Lawyer의 “Litigation Daily”를 통해 국내외 복잡한 크로스보더 소송에서 고액 중재 보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amlaw--“how-judgment-bloodhounds-at-kobre-and-kim-helpwinners-get-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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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ake-chervinsky-speaks-with-forbes-about-cryptocurrencyexchang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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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andrew-stafford-qc-discusses-the-impact-of-brexit-onjudgements-within-the-eu-with-law-360
2019 01 30
미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피하는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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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alil-asif-qc-and-william-mcgovern-explore-wealth-structuringand-cross-border-litigation-at-step-cayman-s-2019-international-wealth-structuri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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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george-utlik-discusses-effective-use-of-us-discovery-tools-in-aidof-foreign-proceedings--including-recent-litigation-and-arbitrations-involving-russian-and-cis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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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litigation-funding-for-israeli-companies---live-webinar
2019 01 22
코브레 & 김의 변호사들, 뉴욕 법률 저널에서 역외 금융 지역 자산 보호 신탁 분석하다
코브레 & 김의 Peter Tyers-Smith와 Jonathan Cogan 변호사팀은 New York Law Journal에서 역외 금융
지역과 미국 내 자산 보호 신탁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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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attorneys-pick-apart-offshore-asset-protectiontrusts-in-the-new-york-law-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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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ohn-han-and-ryan-middlemas-discuss-hong-kong-discovery-inlexis-ne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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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onathan-cogan-examines-public-corruption-trials-post-mcdonn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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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offshore-lawyers-rebecca-hume-and-peter-tyers-smith-explorecross-border-insolvency-at-abi-s-caribbean-insolvency-symposium
2018 12 20
코브레 & 김의 Dan Saval 변호사, Debtwire 라디오에서 암호화폐 파산 문제 논의
코브레 & 김의 Dan Saval 변호사는 가상화폐 업계의 주요 대규모 거래소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및 파산의
증가에 관하여 최근 Debtwire 라디오와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attorney-dan-saval-talks-bankruptcy-issues-incryptocurrency-on-debtwire-radio
2018 12 20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집행: 새로운 물결(New Wave)에 대비하며
2018 12 19
코브레 & 김, The Wall Street Lawyer에서 “와인스틴 조항”이 인수 합병 조사에 미치는 영향 설명
Lindsey Weiss Harris, Hartley M. K.West, Danielle Rose 변호사로 구성된 코브레 & 김의 팀은 2018년
12 월판 The Wall Street Lawyer 지를 통해 인수 합병 계약에서 “와인스틴 조항(Weinstein Clause)이 증
가되고 있는 현상에 관해 설명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and-the-impact-of-weinstein-clauses-on-mandainvestigations-in-the-the-wall-street-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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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wins-uscourt-restraining-order-against-chinesebillionaire-jia-yueting-in-international-enforcement
2018 12 14
Matthew Menchel 변호사, Law360지에서 법정 변호사들이 활용하는 반대 심문의 “일반적 규칙”을 깨
다
코브레 & 김의 Matt Menchel 변호사는 초보 법정 변호사들이 종종 활용하는 반대 심문 과정의 관례를 깨는
것에 관하여 Law360 지와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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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brekim.com/news-kr/matt-menchel-dispels-conventional-wisdom-trial-lawyers-followfor-cross-examination-in-law-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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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wins-order-against-chinese-billionaire-jia-yuetingi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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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receives-top-rankings-in-2019-legal-directories
2018 12 5
대기업과 대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혁신자에 대한 능력 부여
2018 12 4
코브레 & 김, Coin Desk에서 OFAC 암호화폐 제재 지정 분석
코브레 & 김의 Beau Barnes와 Jake Chervinsky 변호사는 미국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이 지정한 최초의 암호화폐 제재와 이 결정이 가상화폐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분석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analyzes-ofac-crypto-sanctions-designation-incoin-desk
2018 12 3
Nathaniel Barber 변호사,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과 SFO 집행 전략 논의
코브레 & 김의 Nathaniel Barber 변호사는 영국 중대 사기 수사국(Serious Fraud Office, SFO)의 새 국장
으로 Lisa Osofsky가 임명된 임명에 따른 SFO 집행 전략의 추후 양상에 관하여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과 담화를 가졌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nate-barber-discusses-sfo-enforcement-strategies-withcommercial-dispute-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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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vasu-muthyala-examines-anti-corruption-enforcement-andinvestigation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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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artin-de-luca-discusses-the-fcpa-and-internal-investigations-insao-paulo
2018 11 28
Steve Perlstein, Beau Barnes 변호사, CFAA를 통한 내부자 위협 방지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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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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steve-perlstein-and-beau-barnes-discuss-using-cfaa-to-combatinsider-threats
2018 11 27
Shaun Wu 변호사, 중국의 부패방지 캠페인의 의미 검토
상하이 소재 Shaun Wu 변호사는 11월 3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35회 해외부패방지법 국제 컨퍼런스
에서 중국의 부패방지 캠페인에 대하여 강연할 예정입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explores-chinas-anti-corruption-campaign-and-itsimplications
2018 11 19
역외금융지역 사례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를 획득하는 새로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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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onathan-huth-leads-a-discussion-on-cryptocurrency-regulationand-enforcement
2018 11 12
코브레 & 김, New York Law 저널에서 미국 제재가 갖는 국제적 파급력 설명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Beau Barnes 변호사 팀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제재 조치가 기업과
개인에게는 막중한 처벌 및 징벌, 제약을 가하는 영향력까지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explains-the-global-reach-of-us-sanctions-in-thenew-york-law-journal
2018 11 12
글로벌 결혼 분쟁에 대한 탐색: 고액 자산 회수를 위한 4가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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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daniel-lee-explores-cross-border-internal-investigations-in-korea
2018 11 6
Matthew Menchel 변호사, 연방 법원에서의 배심원 재판의 감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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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atthew-menchel-discusses-the-decline-of-trials-by-jury-infederal-court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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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scott-hulsey-discusses-the-complexity-of-cross-borderinvestigations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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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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adriana-riviere-badell-explores-cross-border-governmentcooperat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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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apaba-silicon-valley-honors-kobre-and-kim-with-beacon-awardfor-diversity
2018 10 29
코브레 & 김, Law 360지에서 직접 심문의 일반적 “규칙”을 깨다
코브레 & 김의 Matthew Menchel, Jonathan Cogan 및 Rebecca Mangold 변호사는 초보 법정 변호사들
이 종종 활용하는 직접 심문 과정의 일반적 “규칙” 사용 관례를 깨고 좀 더 첨예하고 효과적인 심문 기법 사
용을 제시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break-the-traditional-rules-of-direct-examination-in-law360
2018 10 24
코브레 & 김, 블룸버그지를 통해 “새 인도 경제”에 대한 투자를 위협하는 뇌물수수 리스크 분석
코브레 & 김의 Vasu Muthyala, Nathaniel Barber 변호사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경제와 효과적
인 뇌물수수 방지 정책이 없는 인도 기업 및 인도 소재 다국적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조된 리스크를 살펴
볼 예정입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analyzes-bribery-risks-threatening-investment-inthe-“new-indian-economy-”-in-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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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ohn-han-examines-international-arbitration-awards-andenforcemen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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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artin-de-luca-explores-government-monitorships-at-fenalaw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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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ohn-han-discusses-foreign-judgment-enforcementmeasurements-in-the-us-and-off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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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2
Daniel Lee 변호사, 내부조사 관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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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daniel-lee-moderates-a-discussion-on-managing-internal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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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arcus-green-and-adriana-riviere-badell-discuss-the-“hiddentreasure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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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robin-baik-discusses-corporate-cyber-fraud-and-global-assetrecovery-strategies
2018 10 16
코브레 & 김, Law 360에서 “표현의 독점을 감시하기”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Hartley M.K. West, Jason A. Masimore, Daniel S. Lee, Martin De Luca, G. Scott Hulsey, Matthew
R. Boucher 변호사로 구성된 코브레 & 김의 팀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관한 독점 금지 규정을 분석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analyzes-the-business-impact-of-“policing-speechmonopolies”-in-law-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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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ohn-couriel-and-daniel-saval-discuss-international-and-cryptoasset-tracing-in-insolvency
2018 10 12
새 미술 사기: 화랑 및 거래소, 차세대 국제적 해킹 대상
Randall Arthuer, Lara Levinson, Jason A. Masimore, Jef Klazen 와 Steven G. Kobre 변호사를 포함한
코브레 & 김의 변호사 팀은 국제 해커들의 새 해킹 타겟으로 두각된 미술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the-new-art-fraud-galleries-dealers-are-next-global-hacking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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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arcus-green-weighs-pros-and-cons-of-litigation-funding-options
2018 09 27
Martin De Luca 변호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국제 기업 형사 책임을 검토하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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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artin-de-luca-reviews-global-corporate-criminal-liability-inbueno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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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hartley-west-dives-into-the-future-of-crypto-regulation
2018 09 25
Jake Chervinsky 변호사,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암호화폐 방어하기
Jake Chervinsky 변호사는 팟캐스트 Off the Chain의 진행자 Anthony Pompliano 와의 90분 인터뷰에서
증권법, 인증 기준, 테러 자금조달, 암호화폐에 대한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 신청 등을 주제로 자세히
논의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jake-chervinsky-defending-crypto-from-the-sec
2018 09 25
새로운 미술 사기: 갤러리 및 딜러는 다음 글로벌 해킹 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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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rebecca-hume-and-benjamin-sauter-to-be-among-the-featuredspeaker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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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arcus-green-weighs-the-end-game-challenges-withinarbitration-award-enforcement
2018 09 19
비트코인이 미친 영향: Jake Chervinsky 변호사와의 인터뷰
Jake Chervinsky 변호사는 팟캐스트 진행자인 Peter McCormack과 함께 ‘비트코인이 미친 영향’이란 주제
를 통해 비트코인과 일반 화폐 간의 고조되는 갈등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가 적법 절
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어 업계는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what-bitcoin-did--an-interview-with-jake-chervinsky
2018 09 18
Shaun Wu 변호사, 중국 내 분쟁 중재 관련 사안 검토
Shaun Wu 변호사는 9월 20일 홍콩에서 열리는 AsiaLaw 분쟁 중재 컨퍼런스에서 “중국 내 분쟁 중재의 현
재”라는 주제로 진행될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tackles-dispute-resolution-in-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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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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onathan-huth-navigates-the-impact-of-blockchain-and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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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nathan-park-analyzes-cryptocurrency-regulat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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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ason-masimore-explores-offensive-investigations-and-crossborder-enforcement-strategies
2018 09 13
John Couriel 변호사, 부패 관련 법적 책임 리스크 논의
전 연방 검사직을 지낸 John Couriel 변호사는 9월 13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준법감시, 반부
패 및 조사에 관한 Marval 국제회의에서 부패 사건에 관련된 법인과 개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
다.
https://kobrekim.com/news-kr/john-couriel-examines-the-risks-of-liability-in-corruption-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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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david-mcgill-discusses-digital-currency-regulation-and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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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vasu-muthyala-explores-the-impact-of-us-enforcement-trends-inindia
2018 08 27
라틴 아메리카 내 부패수사는 단순한 현지 문제가 아닙니다.
2018 08 20
미국 제재가 닿는 것에 주의하라
2018 08 9
미국 법무부(DOJ)의 글로벌 반독점 집행자와의 파트너십으로 발생한 다섯가지 질문
2018 08 8
주주 요구의 크로스보더 조사 수행 시 피해야할 4가지 함정
2018 07 25
Adriana Riviere-Badell 과 Gabriela Ruiz 변호사, 남미 지역의 반부패 입법 현황 및 미국 정부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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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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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adriana-riviere-badell-and-gabriela-ruiz-examine-anti-corruptionan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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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career-perspectives-from-women-in-the-law-panel-kr
2018 07 19
Shaun Wu 변호사와 Nan Wang 변호사, 중국의 뇌물수수법 집행과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 검토
중국 정부의 뇌물수수법 집행이 중국내 기업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다국적 기업에서도 이 법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내 고객을 대리하면서 아시아 전역에 걸쳐 크로스보더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이 소재 Shawn Wu 변호사와 Nan Wang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 (MNCs) 이 알아야 할 사항을 분
석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and-nan-wang-outline-what-mncs-need-to-know-aschina-takes-a-firm-stand-against-bribery-kr
2018 07 12
Kobre & Kim 의 선구적인 가상화폐 회수 팀,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수습 방안 모색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착복된 가상화폐 자금을 동결하는 선례를 만들고 있는 David McGill
변호사와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워싱턴 DC 소재의 Jake Chervinsky 변호사와 함께 최근
Bloomberg Law 기고문을 통해 현 가상화폐 자산회수 환경에 대해 검토합니다 .
https://kobrekim.com/news-kr/precedent-setting-digital-currency-recovery-team-exploresoptions-for-fraud-victims-kr
2018 07 6
미국의 해외 투자 억제 움직임에 따라 계획해야 할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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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human-rights-first-pro-bono-stars-kr
2018 06 7
역외 자산을 추적하는 사해행위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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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randall-arthur-provides-insight-into-monetizing-judgments-an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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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david-mcgill-explores-regulatory-perspectives-oncryptocur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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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former-federal-prosecutor-vasu-muthyala-provides-insight-theanti-corruption-regime-in-vietnam
2018 06 4
Jason Masimore, Robin Rathmell, Andrew Wang 변호사, 미국 정부의 자산 몰수에 대한 대응 전
략 논의
미국 정부 기관은 범죄 활동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
니다.
https://kobrekim.com/news-kr/jason-masimore--robin-rathmell--and-andrew-wang-on-how-tostrategize-against-a-us-government-asset-forfeiture
2018 06 4
American Lawyer, 코브레 & 김의 급속한 성장 보도
코브레 & 김은 작년 Am Law 200순위에 다시 올라 본 로펌의 비지니스 특화 모델이 가진 힘을 다시 한 번
증명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the-american-lawyer-reports-on-kobre-and-kim-s-rapid-ris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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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kim-ranks-in-top-10-on-am-law-diversity-scorecard-kr
2018 06 1
미국 내에서 판결 집행을 하려면?
2018 05 31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업자가 미국 정부의 조사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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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ef-klazen-examines-asset-tracing-techniques-at-theinternational-enforcement-of-judgments-and-awards-forum-ko
2018 05 23
Vasu Muthyala 변호사, 미국 정부 조사 동향 및 인도의 사업체가 당면한 문제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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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검사 출신인 Vasu Muthyala 변호사는 5월 25일 2018년도 Legal Era Conclave에서 미국 정부
조사 동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kobrekim.com/news-kr/vasu-muthyala-discusses-us-enforcement-trends-and-associatedchallenges-india-based-businesses-face-ko
2018 05 22
뉴욕 법원, 미국 내 판결 집행을 막는 장벽 제거
미국 내 외국인 판결 보유자를 위한 좋은 소식 : 뉴욕주 법원의 최근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외국 파산 소송에
회부된 경우에라도 미국 내 외국인 판결을 인정하기 위해 판결 집행을 막는 장벽을 추가로 제거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new-york-court-breaks-down-barriers-for-judgment-enforcementin-the-us-kr
2018 05 17
남미 크로스보더 팀, 아르헨티나 내 FCPA 집행 처리 견해 제공
미국의 규제기관들은 국외 집행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최근 남미 지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
니다.
https://kobrekim.com/news-kr/cross-border-latin-america-focused-team-offer-insight-ko
2018 05 7
코브레 & 김, 2018년도 Chambers USA 에서 최고 순위 기록
코브레 & 김의 뉴욕, 마이애미, 워싱턴DC 사무소와 회사의 많은 변호사들이 지난 해의 상사 소송과 화이트
칼라 범죄 및 정부 조사 관련 업적을 인정받아 2018년도 Chambers USA에서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습니
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receives-top-rankings-in-the-chambers-usa-2018rankings
2018 05 2
Jonathan Cogan 과 Samuel Stern 변호사, Menendez 상원의원 뇌물수수 재판에서 정부의 기소 내
용 분석
정부 조사/소송 전문 Jonathan Cogan 과 Samuel Stern 변호사는 세간의 주목을 끈 Menendez 상원의원
뇌물수수 재판에 대한 주요 변호 전략을 분석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jonathan-d-cogan-and-samuel-a-stern-dissect-the-government-scase-in-the-sen-menendez-bribery-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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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farrington-yates-examines-the-impact-of-technology-onrestructuring
2018 04 20
Shaun Wu 변호사, 변화하는 중국의 규제 환경을 설명
상하이 소재 Shaun Wu 변호사는 4월 24일 국제 중재, 준법감시 및 경쟁법 연례 컨퍼런스에서 “중국의 내
부 조사를 이해하고 관리하기”라는 토론 패널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tackles-chinas-changing-regulatory-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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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insolvency-lawyer-daniel-saval-explores-offshore-restructuring-atinsol-s-annual-regional-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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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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benjamin-sauter-explores-regulatory-developments-across-thedigit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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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leif-simonson-examines-the-legal-and-ethical-challenges-in-crossborde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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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hosts-the-aba-2018-blockchain-technology-digital-currency-and-ico-national-institut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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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robin-baik-examines-international-enforcement-and-compliancemanagement
2018 04 12
대서양 지역 분쟁 전문 Robin Rathmell 변호사, UHNW 고가치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 검토
대서양 지역 분쟁 전문 Robin Rathmell 변호사는 Citywealth 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몰수에 대한 대응,
고액소송 고객 대리 및 변호사 업무 중 접하게 된 유례 없는 소송들에 관하여 논의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transatlantic-disputes-lawyer-robin-rathmell-on-meeting-theunique-needs-of-uhnw-private-clients2018 03 30
David McGill 과 Benjamin Sauter 변호사, 가상화폐 사기 관련 회수 전략 설명
가상화폐 사기 및 규제에 큰 관심을 가진 David McGill 과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거액의 암호 화폐 사
기 건에서 횡령된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creating-a-roadmap-to-recovery-after-digital-currency-frauddavid-mcgill-and-benjamin-sauter-explain-kn
2018 03 30
크로스보더 팀, 영국 내부 조사의 최근 특권 규칙에 관한 견해 제공
전직 미 법무부 검사 출신 Roger A. Burlingame 과 Steven Kobre 변호사는 Rachel Goldstein 변호사와
함께 영국 내부 조사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cross-border-team-offers-insight-on-latest-privilege-rules-for-ukinvestigations
2018 03 29
국제판결 집행팀, EU 전역의 채무자 자산 동결 전략 제공
29

유럽 계좌 보존 명령 (European Account Preservation Order) 은 확정판결 채권자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해 줄 표준 신청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유럽 연합 26 개국에서의 크로스보더 자산 보존 절차를 간소화합
니다.
https://kobrekim.com/news-kr/global-judgment-enforcement-team-offers-strategies-for-freezingdebtor-assets-across-the-eu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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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seoul-office-named-new-asian-office-of-th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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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firm-named-among-top-in-prc-by-china-business-law-awards-ko
2018 03 21
Shaun Wu 변호사, 중국 크로스보더 소송 및 조사 논의
본 로펌의 상하이 사무소 소재 Shaun Wu 변호사는 3월 26일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Consilio 의 “중국 내
eDiscovery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세미나에서 크로스보더 소송, 조사 및 중재를 살펴 볼 예정입
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explores-cross-border-litigation-and-investigations-in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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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rebecca-hume-explores-the-importance-of-prioritizing-claims-incros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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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hong-kong-based-lawyer-vasu-muthyala-shares-practical-tips-formanagi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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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william-mcgovern-discusses-new-us-doj-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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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george-utlik-examines-the-us-litigation-tools-available-in-crossborder-insolvency-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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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3 1
국제 정부 조사/소송 방어팀, 미국 외 내부 고발자 소송 신청에 관한 전략 제공
본 로펌의 크로스보더 정부 조사/소송 방어팀은 미국 외 내부 고발자 소송 신청에 관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global-government-enforcement-defense-team-offers-strategieson-filing-whistleblower-claims-for-those-outside-the-u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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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rebecca-hume-and-andrew-stafford-qc-discuss-internationalasse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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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ohn-han-explores-international-judgment-enforcement-andarbitrat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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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steven-perlstein-explores-the-computer-fraud-and-abuse-actand-data-privacy
2018 02 22
크로스보더 정부 조사/소송 방어팀, 남미와 아시아 지역의 뇌물수수 리스크를 논의
전직 미 법무부 검사 출신 Hartley West 와 John Couriel 변호사는 홍콩 소재 Nan Wang 변호사와 함께,
아시아와 남미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이 뇌물수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적 절차를 취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제공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cross-border-government-enforcement-defense-team-tacklesbribery-risks-in-latin-america-and-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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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ichael-rosen-explores-intellectual-property-litigation-across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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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citing-firm-s-booming-asia-practice-kobre-kim-continues-rapidgrowt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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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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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brekim.com/news-kr/daniel-zaheer-and-michael-rosen-discuss-strategies-fornavigating-patent-litigation-at-autm-annual-meeting
2018 02 13
시장조작 방어 전문 David McGill 과 Benjamin Sauter 변호사, 정부 조사 대응책에 관한 견해 제공
정부 조사/소송 방어팀의 David McGill 과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Bloomberg Law 에서 데이터 주도
형 조작에 대한 방어 전략을 구상하는 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공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market-manipulation-defense-lawyers-david-mcgill-andbenjamin-sauter-offer-insight-on-how-to-combat-government-allegation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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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farrington-yates-explores-offshore-insolvency-and-recoverystrategies-at-aril-conference
2018 02 1
신탁과 상속 팀, Wealth Briefing 기고문에서 미국법에 따른 후견 문제 검토
Steven Perlstein, Adriana Riviere-Badell, Josh Sheptow, Robin Rathmell 변호사와 James Corbett
왕립변호사가 속한 신탁과 상속팀은 Wealth Briefing에서 미국법에 적용되는 후견인 관련 문제를 검토합니
다. 이 팀은 전략적 상속 설계를 통해 가족과 친지 간 갈등을 완화시키고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고객의
인지력 저하나 사망시에도 고객의 유언이 집행되게 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trusts-and-estates-team-explores-guardianship-issues-under-uslaw-in-wealth-briefing-article
2018 01 31
정부 조사/소송 방어팀의 David McGill 과 Benjamin Sauter 변호사,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규제 감시
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설명
https://kobrekim.com/news-kr/government-enforcement-defense-lawyers-david-mcgill-andbenjamin-sauter-on-why-cryptocurrency-traders-must-prepare-for-regulatory-scru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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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doj-drops-remaining-charges-against-kobre-and-kim-clientsalomon-melgen-following-hung-jury-and-partial-acquittal
2018 01 24
William McGovern 변호사, 포드햄 로스쿨 세미나에서 중국 내 조사 및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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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william-mcgovern-addresses-investigations-and-litigation-inchi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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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kim-secures-strategic-win-in-cpa-global-matter
2018 01 10
Shaun Wu 변호사, 세계은행 그룹 세미나에서 내부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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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un Wu 변호사는 지난 1월 10일 베이징 소재 세계은행 사무소가 주최하는, 일대일로(Belt & Road) 국
가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을 위한 정직성 준법감시 관리 워크샵에서 내부 조사 실시의 주요 단계에 대해 논
의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중앙기율 검사위원회,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세계은행 내부감사부
(INT) 및 세계은행 그룹이 주최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examines-internal-investigations-at-world-bank-groupseminar-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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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chambers-asia-pacific-2018-recognizes-kobre-and-kim-with-topranking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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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vasu-muthyala-explores-anti-corruption-enforcement-at-asiapacifi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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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ichael-ng-discusses-trade-secrets-litigation-and-cross-borderinvestigations-at-sedona-conference-kr
2017 11 17
Jalil Asif QC와 Pam Mitchell 변호사, 케이먼 제도의 판결집행 시스템 논의
케이먼 제도 소재 국제판결집행 전문 변호사인 Jalil Asif QC와 Pamella Mitchell은 케이먼 제도의 현 외국
판결집행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jalil-asif-qc-and-pam-mitchell-discuss-the-cayman-islandsjudgement-enforcement-landscape-kr
2017 11 16
글로벌 자산회수팀, 세계 각 지역에 걸친 자산 회수 및 보호에 관한 견해 제공
글로벌 자산회수 및 국제판결집행 팀은 한국 및 미국, 케이먼 제도, 영국령 버진 제도에서의 자산추적 및 회
수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global-asset-recovery-team-offers-insight-on-recovering-andprotecting-assets-across-jurisdictions-kr
2017 11 13
Steven Perlstein과 Beau Barnes 변호사, 2018년도 SEC 사이버 보안 시행 시스템 검토
지난 1년 간 여러 사이버 보안침해 사례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8
년에 더욱 강화된 사이버 보안 규정을 시행할 것임을 시사하는 다수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teven-perlstein-and-beau-barnes-examine-the-secscybersecurity-enforcement-landscape-for-201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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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gabriela-menna-barreto-shares-strategies-for-cross-border-assettrac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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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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carrie-tendler-and-randall-arthur-examine-asset-tracing-andrecovery-strategies-in-gir-webinar-kr
2017 11 1
Michael Ng 변호사, NAPABA 연례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크로스보더 내부 조사에 관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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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ichael-ng-explores-cross-border-internal-investigations-in-asiaa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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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randall-arthur-tackles-asia-pacific-enforcement-strategy-at-albdispute-resolution-and-arbitration-forum-kr
2017 10 25
Shaun Wu 변호사, 덕스 회담에서 중국 내부 조사 및 부패방지 위험성 검토
상하이 소재 Shaun Wu 변호사는 10월 26일과 27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덕스 중국 반부패 준수 컨퍼런스에
서 중국 내부 조사 및 반부패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두 개의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explores-internal-investigations-and-anti-corruptionrisks-in-china-at-duxes-summi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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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kim-is-the-latest-am-law-200-fir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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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clients-rank-kobre-kim-a-top-firm-for-white-collar-andcommercial-litigation-in-the-legal-500-uk-kr
2017 10 3
Forbes지, 공동 창립자인 김상윤 변호사와 스티브 코브레 변호사의 코브레 & 김 로펌 설립 및 미래에 관한
기사 게시
본 로펌의 공동 창립자인 김상윤 변호사와 스티브 코브레 변호사는 Forbes지와 만나 코브레 & 김의 주요 연
혁과 미래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초기에 로펌을 설립하고 홍보한 과정, 성공에 있어서 운이 어떻게 작용
해 왔는, 그리고 본 로펌이 앞으로 법률 시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상을 그려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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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brekim.com/news-kr/forbes-features-co-founders-michael-kim-and-steve-kobre-storyon-kobre-kims-formation-and-futur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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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and-baker-and-partners-announce-partnershipwith-bentham-imf-to-investigate-alleged-overcharging-by-patent-renewal-services-companycpa-glob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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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ichael-kim-discusses-entrepreneurship-and-the-evolution-ofkobre-and-kim-kr
2017 09 29
American Lawyer, 증가하고 있는 국제 송무 분야에서 코브레 & 김을 선두 로펌으로 보도
글로벌 경제의 통합이 가속화 됨에 따라 국제 소송 또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복수 사법관할지
역 관련 문제점을 처리할 수 있는 특화된 로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kim-a-leader-in-the-rising-realm-of-international-litigationsthe-american-lawyer-reports-kr
2017 09 27
Shaun Wu 변호사, Asialaw 컨퍼런스에서 중국내 분쟁 해결에 관한 토론 주도
9월 28일, 홍콩 소재 Shaun Wu 변호사는 홍콩에서 열리는 Asialaw 아시아-태평양 분쟁해결 컨퍼런스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Summit)에서 중국내 소송 및 분쟁해결에 관한 토론을 주도할 예정입니
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leads-discussion-on-dispute-resolution-in-china-atasialaw-summit-kr
2017 09 19
John Han, Benjamin Sauter, Nan Wang 변호사, 최근 미국 규제기관들의 소송이 어떻게 홍콩과 중
국 가상화폐 업체의 위험성을 드러내 보이는지 설명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업체의 60% 이상이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소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들 또한 미국 정부의 조사/소송과 민간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홍콩 소재 정부집행 방어를 담당하는 John
Han과 Nan Wang변호사는 뉴욕 소재 Benjamin Sauter 변호사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책에 관하여 자문
을 제공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john-han-and-benjamin-sauter-explain-how-us-regulators-recentactions-expose-risks-for-hong-kong-and-china-virtual-currency-businesses-kr
2017 09 18
Shaun Wu 변호사, 부패방지 방안에 관한 중국 포럼에서 크로스보더 집행 및 내부 조사 검토
아시아 소재 Shaun Wu 변호사는 북경에서 열리는 ‘일대일로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포럼에서 국제
협력 및 상호 법률지원 분야의 진행상황을 살펴 볼 예정입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examines-cross-border-enforcement-and-internalinvestigations-at-china-forum-on-anticorruption-initiatives-kr
2017 09 1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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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brekim.com/news-kr/michael-kim-examines-challenges-when-defendingmultijurisdiction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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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kim-continues-to-expand-global-insolvency-practice-withsenior-hire-kr
2017 09 7
Hartley West, Steve Kobre와 Michael Peng 변호사, 최근 제 2 순회 항소법원 판결이 크로스보더
조사에 미치는 영향 검토
미 법무부 검사 출신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주재하는 Hartley West변호사와 본 로펌 공동 창립자 Steven G.
Kobre변호사는 형사 소송에서 강제로 얻어낸 불리한 증언의 법정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 5
조 (Fifth Amendment)가 외국 공무원의 강요하에 얻어진 증언이 외국 조사에 사용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제 2 순회 항소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크로스보더 정부 조사의 전망을 살펴 봅니다.
https://kobrekim.com/news-kr/hartley-west-steve-kobre-michae-peng-explore-impact-of-recentsecond-circuit-decision-on-cross-border-investigations
2017 08 31
국제판결 집행 전문 변호사들, 미국 내 외국 판결 집행에 필요한 전략 모색
국제판결 집행 전문 변호사 Jef Klazen, Michael Kim과 Marcus Green은 지급 불능 전문 영역을 담당하는
Jeremy Hollembeak변호사와 함께 외국에서 내려진 판결을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모색합
니다.
https://kobrekim.com/news-kr/international-judgment-enforcement-lawyers-explore-strategiesfor-enforcing-foreign-judgments-in-th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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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randall-arthur-explores-cross-border-insolvency-at-iwirc-pacrimconference
2017 08 17
본 로펌의 공동설립자Steven Kobre변호사, 월간지 The American Lawyer와 만나 로펌 혁신과 가치
있는 고객 서비스 논의
법조계에서 변화란 상존하는 것이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로펌은 적응을 거듭해야 합니다. 본 로펌의
공동설립자Steven Kobre변호사는 월간지 The American Lawyer와 만나 코브레 & 김에게 혁신이 의미하
는 바와 고객 중심의 성과를 장려하는 사내 실험적 문화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firm-co-founder-steven-kobre-discusses-law-firm-innovationdelivering-client-value-with-the-american-lawyer-kr
2017 08 14
Benjamin Sauter 와 David McGill변호사,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미국 규제 세력다툼을 진단
Benjamin Sauter 와 David McGill변호사는 가상화폐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들이 미국 규제당
국들간의 세력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benjamin-sauter-and-david-mcgill-examine-us-regulatory-turfwar-over-digital-currency-derivativ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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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 14
Vasu Muthyala, 중국 금융범죄 규제를 위한 새로운 정부 조사/소송 환경 진단
홍콩에 주재하는 미 법무부 검사 출신 Vasu Muthyala 변호사는 Trace International과 만나 중국내 사기
및 부패현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으며,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처한 규제환경에 대해서
도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vasu-muthyala-examines-the-new-government-enforcementlandscape-for-financial-crime-in-the-pr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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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alm-recognizes-kobre-kim-as-top-firm-for-dispute-resolution-andregulatory-matters-kr
2017 07 27
김상윤 변호사, 한국 기업의 자금세탁 방지 우려점 논의
본 로펌의 공동설립자이자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미 법무부 검사 출신 김상윤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 방안의 중요성을 논의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michael-kim-discusses-anti-money-laundering-concerns-forcompanies-in-south-kore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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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india-business-law-journal-kobre-kim-a-firm-to-watch-recognizesvasu-muthyala-as-a-leading-lawyer-kr
2017 07 11
코브레 & 김의Shaun Wu변호사, Asialaw 분쟁조정상 최종 후보자로 선정
Shaun Wu 변호사는 “올해 (홍콩) 분쟁 변호 스타”로 선정되었으며, 코브레 & 김은 Asialaw 의 제3회 아시
아-태평양 분쟁조정상의 “아시아 최고 준법감시 및 규제” 부문에서 최종 후보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kim-shaun-wu-shortlisted-for-asialaw-dispute-resolutionawards-kr
2017 07 10
John Han 과 Jason Kang변호사, 미국 디스커버리제도를 아시아 소송에 활용하는 방법 논의
홍콩 주재 분쟁조정 변호사인John Han 과 Jason Kang은 해외 소송 당사자들이 조항1782 신청을 통해 미
국의 제 3자로부터 문서와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john-han-and-jason-kang-discuss-using-us-discovery-forproceedings-in-asi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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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publishers-of-global-arbitration-review-recognize-kobre-kimsglobal-asset-recovery-team-kr
2017 06 29
크로스보더 팀, 외국인 고객의 기록 공개에 대한 미국 로펌의 대응 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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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Kobre 와 John Han변호사는 국경을 넘어 외국인 고객의 기록을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를 줄일수 있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cross-border-team-offers-strategies-for-us-law-firms-facingdiscovery-of-foreignclients-records-kr
2017 06 28
David McGill 과 Benjamin Sauter변호사, 암호화폐 공개발행 인기 폭등에 따른 미국 규제당국의 역할
을 분석
거래 분쟁과 복잡한 금융기술 및 정부 조사/소송 관련 사안을 대리하고 있는 Benjamin Sauter와 David
McGill 변호사는 가상 암호화폐의 투자성,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 잠재적인 정부 규제방안 등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as-cryptocurrency-icos-surge-in-popularity-david-mcgill-andbenjamin-sauter-analyze-the-role-of-u-s-regulator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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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kim-ranks-on-am-law-diversity-scorecar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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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kim-earns-top-rankings-in-chambers-usa-2017-kr
2017 05 31
John Han 과 Beau Barnes변호사, 홍콩 사례에 활용할 수 있는 미국 디스커버리제도의 중요성 역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특정 미국법에 따라 홍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discovery)제도를 홍콩 사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john-han-and-beau-barnes-identify-u-s-discovery-as-key-tool-inhong-kong-cases-kr
2017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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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kim-expands-government-enforcement-defense-team-withdo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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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kim-joins-am-law-200-ranks-kr
2017 05 18
Shaun Wu 변호사, 아시아-태평양 인하우스 변호사 국제포럼에서 중국 내 부패방지 논의
중국 해외분쟁 전문Shaun Wu변호사는 홍콩에서 열린 Asialaw 아시아-태평양 인하우스 변호사 국제회의
(Asia-Pacific In-House Summit)에서 중국의 부패방지법과 외국 기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
펴 보았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explores-anti-corruption-in-china-at-asia-pacific-inhouse-counsel-summit-kr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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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ben-sauter-examines-blockchain-issues-at-fintech201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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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expands-multijurisdictional-insolvency-disputescapabilities-with-london-hire-kr
2017 04 12
코브레 & 김 마이애미 사무소 이전
코브레 & 김의 마이애미 사무소는 마이애미 다운타운의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했으며, 이 사무소에는 미 법
무부 검사 출신 변호사 4명이 화이트칼라 범죄, 크로스보더 지급불능 및 복수 사법관할권 은닉자산 회수 사
안에 대한 자문 제공 및 변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relocates-miami-office-kr
2017 03 24
미국 법무부 검사 출신Jason Masimore변호사, 미국-유럽 간의 화이트칼라 수사 대응책 소개
런던에 상주하는 미국 법무부 검사 출신 Jason Masimore 변호사는 최근 Global Risk Regulator지의 기사
를 통해 내부고발 및 불기소처분, 내부조사에 관하여 복수 사법관할지역 규제당국들이 취하는 특유의 접근방
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former-u-s-doj-prosecutor-jason-masimore-shares-tips-fornavigating-u-s-european-white-collar-investigation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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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facing-government-enforcement-in-multiple-jurisdictions-williammcgovern-tackles-the-stages-of-cross-border-investigations-in-asi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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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asian-legal-business-honors-kobre-and-kim-on-2017-innovationlist-ko-kr
2017 03 9
China Business Law Journal, 시장 선도 로펌으로 코브레 & 김 선정
China Business Law Journal 편집진은 2년 연속 코브레 & 김을 부패방지 부문의 최고 로펌으로 선정하였
습니다. 본 로펌은 2016년 China Business Law Award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 부문의 수상자이기도 합니
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recognized-as-a-market-leading-firm-by-chinabusiness-law-journal-ko-kr
2017 03 1
홍콩 소재 변호사 Shaun Wu와 Vasu Muthyala, 아시아 태평양 지역 M&A 관련 규제추이 및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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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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hong-kong-based-lawyers-shaun-wu-and-vasu-muthyala-discussregulatory-developments-and-best-practices-for-navigating-asia-pacific-m-and-a-ko-kr
2017 02 14
코브레 & 김, 이해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운 국제 파산분쟁 팀 강화
코브레 & 김은 뉴욕에서 D. Farrington Yates 고참변호사를 영입하여 국제파산업무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
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strengthens-conflict-free-international-insolvencydisputes-team-ko-kr
2017 02 10
중화 인민 공화국의 내부 조사에서 플로리다의 변호사들이 알아야 할 것
중국이 세계 금융 강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함에 따라, 중국과 전 세계의 리더들이 제도적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고문에서 마이애미 소재 변호사 Adriana Riviere-Badell과 전임 미
국 증권거래위원회 집행 변호사 William McGovern은 중국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그 지역
에서 내부 조사를 시행할 때 특별히 고려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what-florida-lawyers-need-to-know-about-internal-investigationsin-the-peoples-republic-of-chi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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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asia-based-former-u-s-federal-prosecutor-vasu-muthyala-toexplore-fcpas-impact-at-mumbai-forum-ko-kr
2017 02 2
정부 집행 방어 및 지불 불능 팀, Chambers 최고 평가 취득
Chambers & Partners는 코브레 & 김 및 많은 소속변호사들이 기업 조사/부패방지, 분쟁 해결 및 구조조정/
지불 불능 분야에서 이룩한 뛰어난 성과를 다시 한 번 인정했습니다. 이 출판물은 또한, 본 로펌의 중국에서
의 성과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government-enforcement-defense-and-insolvency-teams-receivetop-marks-from-chambers-ko-kr
2017 02 1
Shaun Wu, 중국 규제기관의 글로벌 거래에 대한 엄중 단속 설명
중국 기업 및 부유한 중국인들이 역외회사와 부동산에 대하여 꾸준히 투자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본 유출
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러한 거래의 침체가 예상됩니다. 중국 관련 사안에 주
력하고 있는 아시아 소재 변호사 Shaun Wu 는최근 중국 중앙 정부가 부패방지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기관
을 설립한 것을 언급하면서 기관투자자들과 이 문제에 관한 견해를 나눴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regulators-in-china-clamping-down-on-global-dealmaking-shaunwu-explain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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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is-honored-to-sponsor-the-aabany-2017-annualdinner-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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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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is-a-proud-supporter-of-kalagny-and-thehonorable-judy-ki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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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proudly-supports-the-new-york-state-barassociations-celebrating-diversity-in-the-bar-recept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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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william-mcgovern-participates-in-a-program-for-internationalstudents-at-fordham-law-schoo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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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ichael-kim-kobre-and-kim-shortlisted-for-top-compliance-andinvestigations-awards-by-china-law-and-practice-ko-kr
2017 01 5
중국과 홍콩의부패방지 정책 및 이 지역에서 사업 중인 기업에 끼치는 영향
아시아 소재 Shaun Wu 변호사는 최근 중국과 홍콩의 규제집행 확대 및 뇌물 수수와 부패에 대한 현지 정부
의 엄중 단속에서 외국 기업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책에 관해 논평했습니다. <상사분쟁해결(Commercial
Dispute Resolution)>에 출판된 두 기고문에서 Wu 변호사는 한때 아주 흔하게 여겨졌던 관행의 불법화를
주시하며, 집행이 증가하는 추세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과 홍콩에서 사업 시 회사 정책의 효과적인
감독 방법 및 내부 검토 수행 시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discusses-anti-corruption-in-china-and-implications-forcompanies-doing-business-there-ko-kr
2016 11 3
김상윤 변호사, 한국에서 개최되는 부패방지 컨퍼런스 사회자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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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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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how-to-win-the-evidence-game-at-trial-ip-litigator-michael-ngdiscusses-strategy-at-california-trial-advocacy-seminar-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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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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on-demand-webinar-new-protections-for-confidential-businessinformation-the-us-defend-trade-secrets-act-and-eu-trade-secrets-directiv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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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ason-masimore-focuses-on-internal-investigation-life-cycle-atant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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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eric-bruce-william-mcgovern-and-shaun-wu-to-untangle-hazardsof-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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recognized-by-legal-500-as-a-market-leader-indispute-resolution-and-white-collar-crime-in-the-uk-ko-kr
2016 10 12
Jef Klazen, Marcus Green 및 Matthew Kokot 변호사, 중재계약 집행에 대해 논의
국제 판결 집행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Jef Klazen, Marcus Green 및 Matthew Kokot 변호사는 글로
벌 중재 리뷰 가 펴낸 미대륙 중재 리뷰 2017년판 에서 미국에서 진행된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lawyers-jef-klazen-marcus-green-and-matthewkokot-discuss-the-enforcement-of-arbitral-agreement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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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ip-lawyer-michael-ng-tackles-global-implications-of-ip-protectionstrategies-at-palo-alto-trade-secrets-forum-ko-kr
2016 09 27
Shaun Wu 변호사, 국제 분쟁 대응의 주요 동향 논의
중국 해외 분쟁 사건 전문 변호사인 Shaun Wu는 홍콩에서 열린 2016년 아시아로 아시아 태평양 분쟁 해결
서밋에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explores-key-trends-in-managing-cross-border42

disputes-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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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ef-klazen-to-discuss-navigating-corporate-scandals-at-theannual-conference-of-the-international-bar-association-ko-kr
2016 09 19
정부 집행 사건 변호 전문 Vasu Muthyala 및 Beau Barnes 변호사, 올 캐시(All-Cash) 부동산 매입
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 분석
코브레 & 김의 Vasu Muthyala 및 Beau Barnes 변호사는 최근 GlobeSt.com에 기고한 글을 통해, 소위
"호화 부동산 업계에 대한 경고 사격"이라 불리는 미 재무부의 타이틀 회사 대상 새 연방 규제책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government-enforcement-defense-lawyers-vasu-muthyala-andbeau-barnes-analyze-new-regulations-targeting-all-cash-real-estate-purchases-ko-kr
2016 09 16
코브레 & 김의 소송 변호사들, 적극적 대응 전략으로 증거개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논의
증거개시 절차에는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보 제출을 위한 사법적 요건은 원고와 피고 모두
에게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trial-lawyers-explore-how-proactive-strategiescan-minimize-discovery-costs-ko-kr
2016 09 15
반대신문 시 비유도 신문 활용하기: 우리 로펌의 소송 변호사들, Law 360에 기고
소송 변호사는 반대신문 시 비유도 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경력 초기의 소
송 변호사라면 일반적인 조언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경우 때때로 이러
한 규칙에서 벗어나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how-to-use-nonleading-questions-on-cross-examination-our-triallawyers-explain-in-law360-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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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danielle-rose-to-speak-at-2016-benchmark-women-in-litigationforu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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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tim-prudhoe-and-jef-klazen-to-discuss-navigating-treacherousonshore-and-offshore-jurisdictional-terrain-ko-kr
2016 09 1
IP 전문 변호사 Michael Ng, 대폭적인 변화를 앞둔 미국과 유럽의 영업비밀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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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제정된 영업비밀법이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로펌의 지적재산권 및 기술 관련
소송을 이끌고 있는 Michael Ng 변호사는 이 같은 변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업 법률 고문 안건 협
회 9월호에서 자세히 논의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u-s-and-europe-trade-secret-laws-to-face-big-changes-ip-lawyermichael-ng-explains-ko-kr
2016 08 17
Tim Prudhoe와 Christopher Howitt 변호사, 글로벌 리걸 인사이트 - 소송 및 분쟁 해결에서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의 법적 환경 분석
Tim Prudhoe와 Christopher Howitt 변호사는 글로벌 리걸 인사이트 - 소송 및 분쟁 해결 제5판에서 터크
스 케이커스 제도의 법적 환경에 대해 논의합니다. Prudhoe 변호사와 Howitt 변호사는 역외 관할지역 소송
경험을 토대로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의 사법체계를 소개하고 다른 역외 관할지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
명하고 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tim-prudhoe-and-christopher-howitt-explore-the-turks-and-caicoslegal-environment-in-global-legal-insights-litigation-and-dispute-resolution-ko-kr
2016 08 15
Shaun Wu와 Andrew Wang 변호사, 중국 기업 및 개인이 날로 증가하는 해외 분쟁에 대비하는 방안 논
의
중국 기업 및 개인은 갈수록 많은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6년 1사분기에만 미화로
무려 1010억 달러에 이릅니다. Shaun Wu와 Andrew Wang 변호사는 최근 월드 커머스 리뷰 기고문을 통
해 이 같은 투자 규모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분쟁 및 소송 리스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and-andrew-wang-discuss-how-chinese-parties-canprepare-for-increasing-outbound-disputes-ko-kr
2016 08 12
Jef Klazen 및 Randall Arthur 변호사, 비트피닉스 대규모 해킹 사태에 따른 투자자들의 대처 방안 논의
약 120,000개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디지털 환전 거래소 비트피닉스는, 이 같은 손실을 비트코인을 도난
당한 사용자뿐 아니라 모든 투자자에게 분담시켰고 이는 각 계정의 36%에 달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jef-klazen-and-randall-arthur-tackle-investors-next-stepsfollowing-massive-bitfinex-hack-ko-kr
2016 08 11
Jef Klazen 변호사, 비트피닉스 해킹 피해자들의 자금 회수 방안 설명
Jef Klazen 변호사는 최근 블룸버그 뉴스 기사를 통해, 홍콩의 비트코인 환전소 비트피닉스의 해킹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논의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jef-klazen-explores-fund-recovery-options-for-bitfinex-hackvictims-ko-kr
2016 08 10
Tim Prudhoe와 Anna Gilbert 변호사, '파나마 문서' 유출이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논의
"파나마 문서"는 단일 사건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밀 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Tim Prudhoe와 Anna
Gilbert 변호사는 기업 법률 고문 8월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파나마 로펌 Mossack Fonseca의 문서 약
1150만 건이 유출된 이번 사건이 채권자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가 되는 점에 대해 논의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tim-prudhoe-and-anna-gilbert-discuss-how-creditors-can-benefitsfrom-the-panama-papers-lea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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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benchmark-litigation-recognizes-michael-kim-as-revered-amonglitigation-peers-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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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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china-law-and-practice-shortlists-kobre-and-kim-for-internationaldisput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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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asian-legal-business-honors-kobre-and-kim-as-finalist-forlitigation-firm-of-the-year-ko-kr
2016 08 5
Shaun Wu 및 Vasu Muthyala 변호사, 아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가장 긴급한 쟁
점들 논의
홍콩 사무소에 근무하며 각종 조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Vasu Muthyala와 Shaun Wu 변호사는 아시아
비즈니스 로 저널 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논의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and-vasu-muthyala-discuss-the-most-pressing-issuesfor-multinational-companies-operating-in-asia-ko-kr
2016 08 5
Rebecca Hume, Jeremy Hollembeak 및 Anna Gilbert 변호사, 국제 소송 수행 시 챕터 15를 활용
하여 해외 지급불능 절차에서 자산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법 상세히 소개
Rebecca Hume, Jeremy Hollembeak 및 Anna Gilbert 변호사는 파산 전략가 8월호 기사를 통해, 국제 파
산 절차에서 미국 파산법의 챕터 15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rebecca-hume-jeremy-hollembeak-and-anna-gilbert-explore-howinternational-litigants-can-use-chapter-15-to-optimize-financial-recoveries-in-foreign-insolvencyproceeding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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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an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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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s-asia-disputes-team-shortlisted-for-2016-asialawasi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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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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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earns-top-rankings-in-the-2016-edition-ofchamber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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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the-legal-500-identifies-kobre-and-kim-as-a-nationwide-leader-incommercial-litigation-and-white-collar-criminal-defense-ko-kr
2016 07 20
Shaun Wu 변호사, 상하이에서 열린 제2회 국제 중재 서밋에서 첫 번째 대패널 사회
중국 해외 분쟁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Shaun Wu 변호사는 7월 20일 수요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2회 국제
중재 서밋에서 첫 번째 대패널 사회를 맡았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moderates-the-first-grand-panel-at-the-2ndinternational-arbitration-summit-shangha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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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whos-who-legal-recognizes-nine-kobre-and-kim-lawyers-asleading-practitioners-in-asset-recovery-ko-kr
2016 07 8
Robin Rathmell 변호사, 브렉시트가 영국 법원에서 소송에 참여 중인 외국 기업에게 미칠 영향 논의
영국 법정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Robin Rathmell 변호사는 인사이드카운슬과의 인터뷰
를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영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에게 어떠한 기회와 문제점을 가져
다 줄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robin-rathmell-discusses-how-brexit-will-impact-foreigncompanies-with-litigation-pending-in-uk-courts-ko-kr
2016 07 1
Robert Henoch 및 Benjamin Sauter 변호사,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민간 자산 몰수 권한 및 외국 재
단 및 수탁자가 이에 대비하는 방안 논의
정부 집행 사건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Robert Henoch 및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트러스트 앤 트러스
티 2016년 7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 정부가 최근 역외 집행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한 민간 자산 몰수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robert-henoch-and-benjamin-sauter-explore-the-us-governmentsfar-reaching-power-of-civil-asset-forfeiture-and-what-foreign-foundations-and-fiduciaries-needto-know-to-prepare-ko-kr
2016 06 30
Law 360, Matthew Menchel 변호사를 최고의 소송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소개
Law 360은 "소송 전문가" 시리즈의 일환으로, 저명한 소송 변호사이자 코브레 & 김의 재판 변호 센터 책임
자인 Matthew Menchel 변호사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matthew-menchel-recognized-as-a-leading-trial-practitioner-inlaw-360-ko-kr
2016 06 30
Tim Prudhoe와 Anna Gilbert 변호사, 파나마 문서 유출 사태가 채권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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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소송 전문가인 Tim Prudhoe와 Anna Gilbert 변호사는 글로벌 뱅킹 & 파이낸스 리뷰와 웰스 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260만 테라바이트 규모의 전자문서가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로부터 유출된 이번 사건이
채권자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가 되는 점에 대해 논의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tim-prudhoe-and-anna-gilbert-discuss-the-opportunities-forcreditors-following-the-panama-papers-saga-ko-kr
2016 06 28
Shuan Wu 및 Nan Wang 변호사, 미국 기업이 미국-중국 교역 급증에 따른 합작 투자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 논의
Shaun Wu와 Nan Wang 변호사는 Law 360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중국 교역 급증 추세 그리고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예를 들
어 정교한 출구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uan-wu-and-nan-wang-discuss-how-us-counterparties-canprepare-for-joint-venture-disputes-as-us-china-deals-multiply-ko-kr
2016 06 27
김상윤, Randall Arthur 및 Kelly Spatola 변호사, 이메일 사기 피해자들에게 도난 당한 자산을 추적
및 회수하기 위한 5단계 조치 제시
우리 로펌 변호사들은 리걸테크뉴스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이메일 사기 피해자들이 자산 회수 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즉 자금의 즉시 동결, 변호사에게 고지, 현지 당국과의 협조 등을 단계
별로 소개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michael-kim-randall-arthur-and-kelly-spatola-explain-provide-5steps-for-victims-of-email-fraud-to-trace-and-recover-stolen-asset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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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bolsters-europe-investigations-team-with-additionof-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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complimentary-event-the-us-defend-trade-secrets-act-andeuropea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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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ason-a-masi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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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onathan-cogan-john-couriel-and-robin-rathmell-sharetechniques-for-collecting-evidence-in-the-us-and-uk-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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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6 1
김상윤, Randall Arthur 및 Kelly Spatola 변호사, 비즈니스 이메일 사기로 피해를 입은 조직의 금융
전문가들에게 조언 제공
김상윤, Randall Arthur 및 Kelly Spatola 변호사는 AFP 익스체인지에 기고한 글에서, 조직이 비즈니스 이
메일 사기(BEC)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 전문가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michael-kim-randall-arthur-and-kelly-spatola-provide-advice-forfinance-professionals-whose-organizations-have-fallen-victim-to-business-email-compromise-kokr
2016 05 27
Shaun Wu 변호사, 중국의 부패방지 노력 증가에 관한 토론회 진행
홍콩 사무소의 Shaun Wu 변호사는 중국 소재 비즈니스와 부패방지를 주제로 비즈니스팀의 법규 준수에 초
점을 맞춘 패널 토론회를 이끌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leads-discussion-on-rising-anti-corruption-efforts-inchina-ko-kr
2016 05 10
IP 소송 전문 Michael Ng 변호사, 최근 통과된 연방 영업비밀방어법이 미국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 논의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서 IP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Michael Ng 변호사는 패스트 컴퍼니 지의 기사를 통해,
최근 통과된 연방 영업비밀방어법이 미국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ip-trial-lawyer-michael-ng-explores-the-newest-federal-tradesecrets-law-and-its-impact-on-u-s-companie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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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bankruptcy-attorney-jeremy-hollembeak-named-a-2015-2016insol-fellow-ko-kr
2016 05 1
Vasu Muthyala 변호사, 인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다국적 기업의 부패 위험 논의
미연방 검사 출신으로 아시아의 정부 집행 사건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Vasu Muthyala 변호사는 투데이스
제너럴 카운슬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규제 관련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리스
크에 대해 상세히 논의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vasu-muthyala-discusses-the-corruption-risk-for-multinationalcompanies-in-india-ko-kr
2016 04 29
Shaun Wu 변호사, 중국의 해외 교역 증가에 따른 리스크 분석
홍콩 사무소 소속으로 합작 투자 및 파트너십 분쟁 그룹의 일원인 Shaun Z. Wu 변호사는, 중국의 해외 교역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요즈음,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
니다.
https://kobrekim.com/news-kr/with-china-outbound-deals-on-the-rise-shaun-wu-analyzes-therisks-ko-kr
2016 04 27
John Couriel과 Andrew Wang 변호사, 미 법무부의 새로운 협력 정책과 중남미 기업의 조사 대비 중요
성에 대해 상세히 논의
정부 집행 사건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John Couriel(마이애미 사무소) 및 Andrew Wang 변호사는, 미 연방
법무부가 기업의 범죄행위를 근거로 개인을 기소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중남미의 기업과 공
무원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john-couriel-and-andrew-wang-detail-the-new-doj-cooperationpolicy-and-the-importance-of-investigation-planning-for-latin-american-companies-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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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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vasu-muthyala-discusses-anti-corruption-us-governmentenforcement-trends-for-companies-operating-in-india-ko-kr
2016 04 21
Michael Ng 및 Robert Henoch 변호사, 이스라엘 기술 회사들을 위한 소송 비용 펀딩 논의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서 IP 소송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Michael Ng 변호사와 이스라엘 사무소의 Robert
Henoch 변호사는 리걸 비즈니스지 최신호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에 연루된 이스라엘의 기술 회사들을 위하
여 잠재적 비즈니스 솔루션으로써 소송 비용 펀딩에 대해 논의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michael-ng-and-robert-henoch-explore-litigation-funding-as-asolution-for-israeli-tech-companie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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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where-in-the-world-is-the-money-michael-kim-discussesstrategies-for-an-effective-cross-border-asset-tracing-operation-ko-kr
2016 04 14
중재판정 집행을 준비하십니까? 코브레 & 김의 변호사들이 성공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로펌의 미국 사무소에서 국제 판결 집행팀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Jef Klazen과 Marcus J. Green
변호사 그리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사무소의 Timothy P. de Swardt 변호사는 Law 360을 통해, 중재에서
승소한 채권자들이 중재판정 집행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논의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enforcing-an-arbitral-award-kobre-and-kim-lawyers-discussstrategies-for-success-ko-kr
2016 03 31
인도에 투자하십니까? Vasu Muthyala 변호사가 레귤레이션 아시아에서 그 리스크에 대해 설명합니다
연방 검사 출신으로 우리 로펌의 아시아 정부 집행 사건 변호팀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Vasu Muthyala
변호사 그리고 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미국 변호사 Calvin Koo는, 레귤레이션 아시아에 실린 기사 "부상하는
인도 - 신중하게 진행하십시오"를 통해 인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investing-in-india-vasu-muthyala-explains-the-risks-in-regulationasia-ko-kr
2016 03 14
코브레 & 김의 Andrew Stafford 칙선 변호사, 영국에서의 소송 동향 논의
Andrew Stafford 칙선 변호사는 더 로이어지의 기사를 통해, 런던 금융/재정 법률 시장의 새로운 규제 환경
과 동향을 진단하였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s-andrew-stafford-qc-discusses-litigation-trends-inthe-u-k-market-ko-kr
2016 03 2
Shaun Wu 변호사, 아시아의 기술, 미디어, 통신(TMT) 시장에서의 인수합병 동향 논의
홍콩 사무소의 Shaun Wu 변호사는 아시아의 기술 시장 특히 통합 위주의 기술, 미디어, 통신(TMT) 시장에
서의 인수합병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discusses-m-and-a-trends-in-the-asia-tmt-market-ko-kr
2016 03 1
코브레 & 김, 부패방지법 분야에서 차이나 비즈니스 로 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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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비즈니스 로 저널 은 부패방지법 분야를 선도하는 로펌 중 한 곳으로 코브레 & 김을 선정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kobre-and-kim-receives-china-business-law-award-for-anticorrupt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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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lawyers-discussed-cross-border-insolvency-andinternational-judgment-enforcement-at-the-international-litigation-arbitration-and-transactionsconference-ko-kt
2016 02 25
Shaun Wu 변호사, 중국-미국 해외 분쟁 해결 전략 논의
홍콩 사무소의 Shaun Wu 변호사는 2016년도 ALM 미국-중국 리걸 서밋에 참석하여, 중국-미국 국제 분쟁
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explores-dispute-resolution-strategies-for-china-u-soutbound-disputes-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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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vasu-muthyala-examines-anti-money-laundering-regulation-andfcpa-issues-in-india-cross-border-acquisition-ko-kr
2016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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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httpskobrekim-comnews-krsteven-perlstein-discussed-databreach-litigation-ko-kr
2016 02 12
Rebecca Hume 및 Randall Arthur 변호사, 국제 지급불능 및 자산 회수 조사에서 최선의 성과를 거두
는 요령 공유
지급불능 소송 및 자산 회수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Rebecca Hume 과 Randall Arthur 변호사는 블룸
버그 BNA의 최근 기사를 통해, 대규모 국제 지급불능 사건 수행 시 회수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
근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rebecca-hume-and-randall-arthur-share-tips-for-maximizingreturns-in-cross-border-insolvency-and-asset-recovery-investigation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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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s-israel-team-presents-litigation-funding-and-othermonetization-tools-ko-kr
2016 02 1
Shaun Wu 변호사,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 기사를 통해 아시아의 떠오르는 분쟁 해결 수단인 국제 중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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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논의
홍콩 사무소의 Shaun Z. Wu 변호사는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지의 기사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국제 분
쟁 해결이 "황금 시대"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shaun-wu-discusses-international-arbitration-as-a-rising-disputeresolution-tool-in-asia-in-asian-legal-business-ko-kr
2016 01 15
William McGovern 변호사, 이사 및 임원들이 해외부패방지법 준수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 설명
미 증권거래위원회 출신으로 우리 로펌의 정부 집행 사건 변호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William
McGovern 변호사는 Law 360의 최근 기사를 통해, 비영리단체 이사 및 임원들의 해외부패방지법 준수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directors-and-officers-need-to-plan-for-fcpa-compliance-williammcgovern-explains-why-ko-kr
2016 01 12
영국의 내부고발자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미국은 여전히 최선의 재판지인가?
미 법무부 검사 출신으로 런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Roger Burlingame 변호사와 역시 런던 사무소에
서 활동 중인 Joshua Ray 미국 변호사는 버윈 레이튼 파이스너 로펌의 Aaron Stephens 변호사와 함께, 영
국 내의 새로운 법규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내부고발자들이 계속해서 미국 당국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with-an-increase-of-whistleblower-activity-in-the-uk-is-the-us-stillthe-forum-of-choic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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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secures-legal-immigration-status-for-aguatemalan-refugee-ko-kr
2016 01 4
영국 고등법원, 피해자인 LLP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
Andrew Stafford 영국 칙선/법정 변호사와 Carlos Pires 영국 사무 변호사는, 영국 고등법원이 플래내건 v
라이언트러스트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LLP 사건에서 유한책임파트너십 계약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커먼로
적용에 대해 판단한 판결이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 설명합니다.
https://kobrekim.com/news-kr/high-court-decision-leaves-little-leverage-for-aggrieved-llpmember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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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featured-in-benchmark-litigat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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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grant-of-asylum-secured-for-kobre-and-ki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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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recognized-by-top-awards-nominations-in-china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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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william-mcgovern-presents-at-the-6th-annual-global-forum-onanti-corruption-compliance-in-high-risk-markets-ko-kr
2015 07 1
코브레 & 김, Chevron 주관 다양성 우수상 수여
코브레 & 김은 Chevron 사내 법무팀이 수여하는 로펌 다양성 우수상(Law Firm Diversity Recognition
Award)을 수여 받았습니다.
https://kobrekim.com/news-kr/chevron-recognizes-kobre-and-kim-with-law-firm-diversity-awardk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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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roger-burlingame-to-discuss-third-party-anti-corruptioncomplianc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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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randall-arthur-analyzes-the-role-of-insolvency-administrations-atfrau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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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matthew-menchel-presents-at-view-from-the-bench-legends-ofth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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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jonathan-cogan-discusses-alternative-restructuring-solutions-atth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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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legal-500-recognizes-kobre-and-kim-as-leader-in-generalcommercial-litigation-and-white-collar-criminal-defense-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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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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kim.com/news-kr/kobre-and-kim-receives-top-rankings-in-the-2015-edition-ofchamber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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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brekim.com/news-kr/marcus-green-to-discuss-monetizing-arbitration-awards-ininternational-energy-disputes-at-the-global-forum-on-dispute-resolution-for-oil-and-gas-industry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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