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판결 집행 및 국제 채권 회수
저희는 글로벌 자산 회수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로펌입니다. 저희
활약은 월스트리트 저널 1면에 소개된 바 있으며, 여러 법조 전문지로부터 판결집행 및 자산 회수를 담당하
는 세계 최고의 로펌 중 한 곳으로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를 위한 최상의 통합 솔루션.
코브레 & 김은 글로벌 자산 추적과 채권회수에 관해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로펌입니다. 저
희 팀의 활약은 월스트리트 저널 1면에 소개된 바 있으며, 여러 법률 서비스 업계 출간물에서 전세계에서 가
장 인지도 있는 국제 판결 집행/자산 추적/채권회수 전문 로펌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는 미국 법무부 (DOJ)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해있어 다양한 비
밀유지관련 규제 및 은행법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포함하여 국제 자산 조사 및 채권 회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는 또한 두 명의 영국 칙선 변호사 (English Queen’s Counsel) 를 포함하여 영국 송무 변호사
(barrister) 및 일반 변호사 (solicitor) 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먼
제도 등 다양한 역외금융지역 (offshore) 에서의 풍부한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역외금융지역
(offshore) 관할 소송팀은 다양한 역외 신탁 및 자산 은닉 사건에서 원고측과 피고측을 변호한 경험이 있으
며, 국제적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은닉할 때 이용가능한 복합적인 자산 보호 문제의
해결에도 경험이 풍부합니다.

혁신적인 수임료 체계.
코브레&김은 고객들에게 성공 보수에 기반한 수임료 체계를 제시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심 관련 비용 일체
(해외 출장비 및 현지 자문료 포함)를 코브레 & 김이 선납하고 수임료는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한 금원
범위 내에서만 충당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 및 중재 판정 브로커-딜러 서비스.
저희는 전문성과 인맥을 활용하여, 고액의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을 거래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제
공하고 있습니다. 위험조정 현재가치 분석, 적합한 거래 상대방의 파악, 입찰 또는 거래당사자를 위한 거래
준비 및 매매 협상 등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사례:
채권자 대리:
PDVSA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ICSID 및 국제상공회의소 (ICC) 중재 청구 집행과 관련하여 코
노코필립스 (ConocoPhillips)를 대리.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주) 코오롱을 상대로 한 미화 9억2천만 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집행
사건에서 듀퐁사 (DuPont)를 대리.
쉐브론사 (Chevron)를 대리하여 해외 정부를 상대로 미화 1억 1천만 달러 이상 상당의 투자협정
판정을 상대로 집행.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 정부를 대리하여 플로리다, 뉴욕, 아일랜드, 케이먼 제도, 홍콩, 싱가포르
등 복수의 관할지역에 걸친 피고를 상대로 미화 1억2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에 대한 판결 집행. 본
건과 관련하여 코브레 & 김의 활약은 월스트리트 저널 (2011년 9월 10일 자) 1면에 보도됨.
파산한 홍콩 기업의 법정 관리인을 대리, 동 회사에서 이체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화 2억 달러 이상
의 자산에 대한 추적 및 회수 절차를 수행. 이 과정에서 코브레 & 김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케
이먼 제도에서 동시에 사건을 진행했으며, 동 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케이먼 제도 대법원에서 가
처분 절차를 진행.
아프리카의 은행을 대리하여 상품 수입업자를 사칭한 사기로 인해 도난당한 1천5백만 파운드 이상
의 자산에 대한 추적 및 회수 절차를 수행. 이 사건에서 코브레 & 김은 런던, 뉴욕, 나이지리아, 가
나 등에서 사실 관계 조사 및 법적 조치 등을 진행.

채무자 및 자산관리인 대리:
대형사건인 In re Any and All Funds or Other Assets in Brown Bros. Harriman Co. Account
#8870792에서 케이먼 제도의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미국 및 브라질 정부가 미화 4억 달러 이상을
동결, 몰수하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 이 사건에서 미국과 브라질 정부는 탈세 및 자금세탁 혐
의를 주장했으나 미국 DC연방항소법원에서 고객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문제의 자산
은 즉시 동결 해제됨.
아프리카 국가의 전(前) 왕가를 대리, 유럽 전역에서 다국적 컨소시엄이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자
산을 압류하려는 시도를 방어하는 소송을 수행.
판결 채무자인 유럽 기업을 대리, 브라질의 파산관재인이 미국 파산법원의 Chapter 15 절차에 따
라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판결을 집행하려는 시도에 대응하여 소송을 수행.
피고 증권사를 대리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터크스 & 케이커스 제도에 설립된 역외금융
지역 (offshore) 구조를 통해 거래제한 증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였고 외국 비밀유지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응.
버뮤다 소재 역외금융지역 (offshore) 투자 파트너십의 파트너를 대리하여 미화 5억 달러 상당을
유용하여 파트너십 권리 박탈을 시도하였다는 혐의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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