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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all Arthur 변호사는 홍콩 변호사로서 파산소송, 국제 판결 집행 및 역외 자산 회복,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Arthur 변호사는 홍콩 및 외국 관련 법령에 근
거하여 홍콩 소재 자산을 추적하고 동결시키는데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복잡한
사기 관련 사안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Arthur 변호사는 또한 까다로운 파산 및 도산 분야의 인정
받는 전문가로, 특히 국제적 사안에서 이해당사자들 (청산인, 법정관리인, 수탁자, 금융기관, 채권자,
주주 등)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Arthur 변호사는 이같은 까다로운 파산 및 도산, 사기 및 자산 추적, 국제 판결 집행에 관한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아 상하이 및 싱가폴 INSOL (국제파산도산협회) 컨퍼런스, 마이애미와 제네바에서 개최
된 C5 사기사건 컨퍼런스, 아시아 법률 비지니스 컨퍼런스를 비롯한 많은 국제회의에 강사로 초청받
고 있습니다.
Arthur 변호사는 아시아-태평양 챔버스 (Chambers Asia-Pacific), Legal 500 등 유력 평가에서 "매
우 유능하며 지식이 풍부한 파산 전문변호사로서 송무 기법에도 해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
다.
Kobre & Kim에 합류하기 전 Arthur 변호사는 홍콩 소송전문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파산소송, 기업분
쟁해결, 사기 사건, 국제 판결 집행과 채권 회수 분야의 사건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Admissions

• 남호주 대법원 변호사
• 남호주 항소법원 변호사

Education

• 남호주대학교, GDLP
• 아델레이드대학교 법학대학, B.A.

Languages

• 영어

Select Engagements
파산 및 채권자-채무자 분쟁

• 미연방무역위원회 (FTC)가 모바일폰 부당요금 부과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
면서 법정관리인을 지명한 사안에서, 동 법정관리인을 대리하여 피고가 홍콩 은행계
좌에 은닉하고 있던 수백만 달러를 성공적으로 추적하여 미국 환수를 위해 동결조치
를 수행.

• 싱가포르 선박회사의 청산인들이 선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임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청산인들을 대리하여 싱가포르에 계속중인 소송을 위해 홍콩법원
으로부터 홍콩 소재 자산과 문서에 대한 보전처분 명령을 받아냄으로써 대규모의 자
산을 성공적으로 동결시키고, 전임 이사와 은행들에게 사실관계의 공개를 명하는 결
정을 확보.

• 홍콩 상장회사의 자회사 청산인들과 (회사의 제소권을 승계한 소송자금 제공자를
대리하여, 모회사를 상대로 회사 자산 소진 및 유용에 관한 소송을 수행. 이 사건은
홍콩법원이 최초로 파산관재사건에서 소송자금 제공자에 대한 제소권 관련 결정을
내린 계기가 됨.

• 중국, 홍콩, 영국에서 진행된 법적 절차에서 홍콩 물류회사의 법정관리인 및 경영자
들을 대리.

• 대형 국제 파산관재사건에서 대규모 홍콩 자산관리회사를 대리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

• 필리핀 폰지 사기 사건을 주도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청산인들을 대리하여, 1억 2천
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무를 청산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 회사들의
거래 은행 중 한 곳을 상대로 자산실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

• 필리핀 폰지 사기 사건을 주도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청산인들을 대리하여, 1억 2천
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무를 청산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 회사들의
거래 은행 중 한 곳을 상대로 자산실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

• 대형 상장사 및 자회사들의 파산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임시청산인들에게 자산 보전
처분 및 자금회수 방안, 회사들의 구조조정 옵션에 관련된 법률 문제 등에 대하여 자
문.

• 합작회사의 파산과 관련하여 외국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중국 출구전략에 관한 자
문을 제공하고 전략의 실행을 지원.

• 합작회사의 파산과 관련하여 외국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중국 출구전략에 관한 자
문을 제공하고 전략의 실행을 지원.

• 중국에서 영업 중인 대형 상장회사의 임시 청산인 임명과 관련하여 대규모 은행을
대리.

• SK Global과 SK Global (Hong Kong) Ltd.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인 프랑
스계 국제은행을 대리하여 홍콩에서의 비공식 모라토리엄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법
원에 항소하여 승소. 이 사건은 이후 공식 판례집에 수록.

• 홍콩과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 이사를 상대로 홍콩에서 파산절차가 개
시된 사건에서 이사를 대리.
국제 판결 집행 및 역외 자산 회복

• 중국에서 영업 중인 대형 미국회사를 대리하여, 희토류 금속을 저가에 매도하도록
하여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사기행위를 이유로 미국에서 제기된 보안소송을 지
원하기 위해 피고의 홍콩 자산을 동결.

• 미국과 영국의 법원들이 홍콩의 피고들을 상대로 총 2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린 사
건과 관련하여 관할권, 사기, 자산 유용 등의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집행절차에서 다
수의 피고들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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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와 영국 법원들의 본안소송 판결을 근거로 한 집행절차에서 동유럽 은행을
대리하여 홍콩법원의 문서/정보 제출명령과 자산동결 명령을 확보.

• 대규모의 치밀한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유럽계 대기업을 대리하여 법원의 가압류 승
인을 확보함으로써, 홍콩의 은행계좌에 불법으로 송금된 자금을 동결.

• 벌처펀드가 법인격부인, 사기, 공모, 자금 전용, 선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한
대규모 국채 관련 클레임에서 다수의 당사자를 대리.
상거래 소송 및 중재

• 홍콩 상장회사의 복잡한 내부경영상 분쟁으로 홍콩, 버뮤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에서 동시에 진행된 소송에서 회사의 이사들과 주주들을 대리.

• 홍콩의 대규모 회사가 영업 기밀 절취 및 사업 전용 혐의로 전 직원들과 경쟁사를 제
소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호주 상장기업의 자회사가 대형 은행을 상대
로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자회사를 대리하여 청구액 전액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회수.

• 호주 상장기업이 홍콩 합작회사와 공동으로 투자한 싱가포르 사업과 관련하여 주주
간 복잡한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 호주 상장기업을 대리.
정부 조사 및 감사에서의 기업/개인 대리

• 증권선물거래위원회와 홍콩증권거래소가 회사, 직원,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사건들에서 피조사인들을 대리.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소송

• 최근 호주에서 은행을 상대로 중재 절차를 진행 한 대규모 아시아 은행과의 4000
만 달러 분쟁에 관한 호주 측 공동 변호인과 함께 호주 상장 회사 대표.

• 이해 상충 및 비용을 포함하여 청구 된 금액 전액을 고객이 수령하게되는 복잡한 계
약 분쟁에 관한 중재 절차에서 대기업에 대한 상장 된 호주 회사의 자회사 대리.

• 은행 직원이 개인의 생명 보험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은행과의
분쟁과 관련하여 높은 순자산 가치가있는 개인을 대표합니다.

• 2008 년 금융 위기로 인해 대형 은행에 대한 잠재적 인 구제 요청과 관련하여 높은
순자산 가치가있는 개인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 사모 펀드 창출로 인한 주요 금융 기관에 대한 복잡한 계약 위반 분쟁과 관련하여 선
임 펀드 매니저 및 투자 펀드를 대표합니다.
Professional & Community Involvement

• 홍콩변호사회 회원
Publications & Presentations

• 연사, "숨겨진 보물 : 국경 간 자산 추적 및 복구"(구조 조정 및 부실화 강좌 세미나, 홍콩,
2017 년 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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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저자, "집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 자산 회수 극대화를위한 포럼의 중요성"( INSOL
World , 2016 년 11 월)

• 연사, "채무 불이행"(Wolters Kluwer 연례 CPD 추진 가속화 컨퍼런스, 2016 년 10 월)
• 공동 저자, "2017 - 홍콩의 외국 판결 집행" (2016 년 8 월 거래 개시 )
• 공동 저자, "훔친 자산 추적 및 복구를위한 이메일 사기 피해자를위한 5 단계" (
LegalTech News , 2016 년 6 월)

• 공동 저자, "BEC Scams : 피해자가 될 경우해야 할 일" ( AFP Exchange , 2016 년 6
월)

• 공동 저자, "관점 : 국경 간 자산 회수 조사 전략 수립" (Bloomberg BNA, 2016 년 2 월)
• 공동 저자 인 "국경 간 채무 상환 : 외국인 회사가 제 11 장 또는 제 15 조에 따라 설립 될
때" ( Corporate Counsel , 2015 년 11 월)

• 연사, "글로벌 자산 복구에서의 파산 행정의 역할" (C5 사기, 2015 년 6 월 홍콩 자산 추
적 및 회담)

• 공저, Getting the Deal Through 협상의 기법 – 외국판결의 집행, 홍콩, 2015년
• "국경 간 자산 추적 및 복구"(InnoXcell Asia Symposium, 홍콩, 2015 년 4 월)
• 강연, 사기사건의 해결 도구로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의 청산 (C5 사기, 자산추적
및 회수 컨퍼런스, 마이애미, 2014년 9월)

• 공저, Getting the Deal Through - 자산의 회수, 홍콩 2013년
• 강연, 대규모 자산 동결: 외국의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홍콩 법원의 자산보전 명령을 확보
하는데 따른 법률적 실제적 문제 (C5 사기, 자산추적 및 회수 컨퍼런스, 제네바, 2013년 3
월)

• 강연, 사례연구: 홍콩의 복잡한 사기 사건 - Moulin and Akai (C5 사기, 자산추적 및 회수
컨퍼런스, 제네바, 2012년 4월)

•
•
•
•
•

공저, Getting the Deal Through - 자산의 회수, 홍콩 2012년
연사, INSOL, 상하이
연사, INSOL, 싱가포르
연사, 아시아 법률 비즈니스 회의
발표자, 아시아 태평양 론마켓 협회 (APLMA): 론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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