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및 채권채무자 관련 분쟁
저희는 잠재적 이해 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소송전문 로펌으로서,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저희는 쌍방대리 등 이해충돌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한 고객과 지속적, 반복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송에 관한 어떤 상대를 대하더라도 독립적 위치에서 공격적이고 효과
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저희는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소송전문 로펌으로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코브레
& 김은 반복 소송 수임을 지양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함으로써 어떠한 기관을 상대
해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도산 분쟁 관련 전문성.
대부분의 부티크 로펌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 업무를 진행하는데에 비해, 저희는 소송전문 부티크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영국, 홍콩 및 케이먼 제도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포함한 역외금융지역 (offshore) 등 다
수의 관할권지역에서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로펌은 다국간 파산,
신용공여계약, 국제판결집행 등에서 여러 관할에 속한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팀을 이루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특별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수임 사례:
채권자간 협약 (Intercreditor Agreement) 관련 분쟁:
뉴욕 부동산개발사업의 대출채무자로부터 상환된 금액과 압류된 자산을 배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채권자들간에 미화 6천만 달러 규모의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 선순위 담보부 대출기관을 상대로
후순위 대출기관을 대리.
대출기관 컨소시엄이 미화 20억 달러 금융패키지를 조성한 사업에서 회전신용계정과 신용장을 불
법으로 구조조정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분쟁에서 독일계 은행을 대리하여 다른 대형 은행들을 상대
로 미연방 파산법원 뉴욕 남부지원 및 미연방법원 뉴욕 남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청산 중인 헤지펀드가 미연방 파산법원 뉴욕 남부지원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법원에 제기한 양
도 무효확인 소송에서 유럽계 대형 상업은행을 대리.
미연방 파산법원 플로리다주 남부지원과 플로리다 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부동산 투자자가 채
권자로서 미국파산소송 규칙 (2004조)에 따른 조사에서 부동산 투자자를 대리.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의 법정 파산관재인이 미연방 파산법원 뉴욕 남
부지원에 제기한 제 3 투자자의 BLMIS 투자액 관련 명의이전 소송에서 투자회사와 설립자를 대리.
신용거래, 보증 및 회생절차 관련 분쟁: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소재 파산 채무법인을 상대로 수백만 파운드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
행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미국계 법인을 대리.
미화 6억 달러 상당의 신용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베네수엘라 정유회사가 미국과 유럽
의 여러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베네수엘라 회사를 대리.
억만장자의 개인 보증에 기초하여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보증인이 보증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채
권자를 대리하여 미화 5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 제기.
개인 보증인을 상대로 미화 3천만 달러 보증채무이행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개인 보증인을 대리
하여 조건부 보증서상 항변권 배제 법규정 (소위 "bad boy clause")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쟁점사
항에서 고객을 대리.
대출기관 책임 관련 분쟁:
식품제조회사의 채권단이 미연방 파산법원 델라웨어지원에 제기한 파산청구 소송에서 식품회사에
채권/지분을 갖고있는 사모투자회사를 대리.
파산한 통신회사를 상대로 뉴욕 주법원과 자메이카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채권자 책임 등의 쟁점
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헤지펀드를 대리.

채권자 순위 및 우선변제권 경합::
미연방
케이먼
리.
미연방
예치된

파산법원 델라웨어지원에 제기된 유명 게임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유럽계 대형 투자은행의
제도 지점이 미국계 상업은행과 우선변제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케이먼 제도 지점을 대
파산법원 델라웨어지원에 제기된 파산절차에서 미화 6천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예치금을 회수하려는 부동산 금융회사들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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