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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브레 & 김, 2019년도 법률 전문지에서 최고 순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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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펌과 소속 변호사들은 Chambers & Partners 와 The Legal 500으로부터 지난 해의 성과를 인정받았
습니다.
2019년도 Chambers - 아시아 태평양판
코브레 & 김은 다음 네 가지 업무 분야에서의 활약상을 인정받아 아시아의 선두 로펌 중 하나로 또 다시 선정
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기업 조사/부패 방지(국제 로펌) - 중국
분쟁 해결: 소송(국제 로펌) - 중국
분쟁 해결: 소송(국제 로펌) - 한국
구조조정/도산(국제 로펌) - 중국
Chambers는 본 로펌을 “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및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명성이 높은 분
쟁 및 조사 전문 로펌”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 해당 법률 팀은 수 십 년에 해당하는 미국 규제 기관 및 국제 금융 기관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조사 및 집행 소송에 관하여 중국에서 사업하는 고객들을 자주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본 로펌은 “노련한 고객 대리 ”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Chambers는 “고객들은 이 법률 팀의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 감탄하고 있다 ”라고 밝
히며, 고객들도 이 팀을 “ 정력적이고 노련하며 지략이 뛰어나다 ”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Randall Arthur 변호사는 도산 소송 및 국제 집행, 역외 사법 관할권 자산 회수와 관련한 업무로 인정을
받았으며, 소식통들이 “국내 최고 도산 전문 변호사 중 하나 ”로 본다고 Chambers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Vasu Muthyala 변호사는 복잡한 조사에서 개인 고객을 노련하게 지원한 활약상으로 찬사를 받았으며, 소
식통들은 “ 이 변호사는 특출한 개인 고객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전합니다. Chambers는 “ 고객
들은 이 변호사의 전직 미 법무부 검사직 경력과 미국 규제 기관에 대한 남다른 지식 덕분에 혜택을 보고 있
다”라고 지적합니다.
2019년도 The Legal 500 케이먼 제도판
처음으로 코브레 & 김은 케이먼 제도에서의 분쟁 해결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The Legal 500는 2019년도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의 업무는 종종 기업 및 신탁 분쟁을 포함한다. 해당 팀은 복잡한 역외 금융 지역 신탁 구조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며, 또한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은닉하는 복잡한 자산 보호 제도를 해체하는 데 노련하
다. 회사법 238 조항에 따른 사안에서 이 팀은 중국의 주요 서비스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을
대리하였으며, Jalil Asif QC과 Rebecca Hume은 주목할 만한 변호사들이다.”
2019년도 The Legal 500 영국판
The Legal 500는 최근 간행된 2019년도 영국판에서도 본 로펌의 성과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는 코
브레 & 김의 다음 네 가지 업무 분야의 활약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 기업 소송
범죄, 사기 및 라이선싱: 사기: 화이트칼라 범죄
The Legal 500는 코브레 & 김은 “ 가장 복잡한 사기 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경력이 출중한 소송 변호사들로 구
성된 국제 업무 팀을 갖추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본 로펌에는 “ 여러 명의 미 법무부 출신 검사가 런
던에 소재하고 있고 미국 관련 조사 및 집행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The Legal 500는 또한, “범 국가적 국제 금융기관 미화 표시 채권 시장에서 가격 고정 및 경쟁 제한에 연루
된 런던 소재 채권 중개인과 다른 중개인들에 대한 수 십억 달러 범법 혐의 조사와 관련하여 런던 소재 채권
중개인을 대리하고 있다 ”라고 지적합니다.

Simon Cullingworth 변호사는 “ 주요 수석 변호사 ”로 기록되었습니다.
Jason Masimore 변호사는 The Legal 500에 의해 “ 추천받았습니다.”
Robin Rathmell 변호사는 “ 크로스보더 조사 분야의 주요 변호사이자 최고 전문가 ”라고 격찬을 받았습니
다.
Andrew Stafford QC 변호사는 “ 국가 판결 채무자를 상대로 한 집행을 비롯한 국제 판결 집행에 대한 남
다른 경력이 있다 ”라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Chambers 및 The Legal 500는 각 업무 분야의 최고 로펌 및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 세계 고객과 변
호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순위를 선정할 때 기술적인 법률 업무 능력, 전문가적 행
동, 고객 서비스, 상업성, 근면성, 헌신성 등 법조계에서 요구되는 주요 자질을 평가합니다.
연간 연구조사를 통해 지난 12개월 동안 로펌이 추진한 업무를 비롯하여 법률 팀의 경력 및 깊이, 특화 분야
및 부속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펌 고객의 의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세부적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Chambers & Partners 및 The Legal 500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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