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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Kang 변호사는 중국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국제 판결 및 판정 집행과 기타 복합적인
국제적 분쟁에 초점을 둔 변호사입니다. Kang 변호사는 홍콩, 미국, 영국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 제도 등의 역외 관할권에서의 소송,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와 국제 상업 회의소(ICC) 에서
의 중재를 포함하여, 정부, 국유기업, 다국적 기업 및 고액 순자산 보유자 개인이 관여된 다양한 중국
관련 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Kang 변호사는 고액 판결 및 판정의 집행을 위한 국제적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능숙
합니다.
Kang 변호사는 사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부패 및 기타 범법 행위 혐의 관련 사건들을 포함하여,
아시아 기반 고객들과의 복합적인 국제 규제 체제 파악에 폭넓은 경험이 있습니다.
Kang 변호사는 중국 본토 변호사 자격증 또한 소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분쟁 및 수사 관련 고객
보조와 중국 법률 환경의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에 경험을 쌓았습니다.
코브레 & 김에 합류하기 전에 Kang 변호사는 Stephenson Harwood의 홍콩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복합적인 상업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고객들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dmissions

• 변호사, 홍콩

Education

• 홍콩 중문 대학교, JD
• 난징 대학교, LLB (중화인민공화국 법)
• 홍콩 중문 대학교, PCLL

Languages

• 광동어
• 중국어

Select Engagements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미국에 사업 및 자산을 보유한 유명 중국 사업가를 상대로
베이징 국제 중재 센터 판정의 국제적 집행에서 Shanghai Lan Cai Asset
Management Co. Ltd.를 대리.

• 대규모 자산관리사 및 지정 파산 관재인을 상대로 한 복합적인 주주 분쟁 관련 홍콩
국제중재센터 중재에서 미화 4,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중국 대주주 및
보증인을 대리.

• 지주 회사의 다수 지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관여된 홍콩 고등법원 소송에서 중국
고액 순자산 보유자 개인을 대리.

• 공급 및 라이선스 계약과 연관된 싱가포르 국제 상업 회의소(ICC) 중재에서 다국적
네트워크 기술 대기업을 상대로 중국 복합기업을 대리.

• 수십억 달러의 사기에 대한 자금 및 지원 제공 혐의를 받는 회사를 상대로 국제적 부
도 및 집행 전략 시행에서 포춘 50대 회사를 대리.

• 홍콩 및 중국 본토의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회수 중 미화 6,500만 달러 이상을
사취당한 포춘 500대 회사를 대리.

•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캐나다 및 여러 다른 장소에 사업 및 자산을 보유한 판
결 재무자를 상대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인정한 고가 판결의 국제적 집행에서 한국
판결 채권자를 대리.

• 아시아 내 경영으로부터 발생한 잠재적 사기 및 해외부패방지법 문제 관련 내사에
서 주요 다국적 기업을 대리.

• 홍콩 내 마레바형 금지명령(Mareva injunction) 적용에서 선도 중국은행의 해외
지점을 대리.

• 조선 계약 분쟁 관련 비엔나 국제 상업 회의소 국제 중재에서 중국 국유기업을 대리.
•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다관할적 특허 및 저
작권 분쟁에서 선도 중국 기업을 대리.
Publications & Presentations

• 상업 사건에서의 판결, 판정 및 증서 집행 — 홍콩 공저 (Thomson Reuters, 2013년)
• 다관할적 정보 보호 가이드 — 홍콩 공저 (Practical Law Company,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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