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코브레 & 김인가
코브레 & 김은 어떻게 복잡한 국제 분쟁 및 조사 사건에서 가장 주목받는 로펌으로 자리잡았는가?
저희는 소송 및 조사 전문 로펌입니다. 코브레 & 김은 공격적으로 재판에 임하며 분쟁의 핵심을 놓치
지 않습니다. 다수의 기업 혹은 개인이 관련된, 복수의 관할권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경우에도 쌍방대리
등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어느 고객을 대리하더라도 가장 공격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최선
을 다해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중점 분야.
저희는 송무 및 조사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다른
변호사나 로펌들이 그들의 고객을 위해 코브레 & 김을 특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단골 고
객으로부터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중심 송무 전문 변호사로서 소송, 중재 또는 조사의 수행
코브레 & 김은 송무를 맡고 다른 로펌은 고객 자문을 수행하는 등 다른 로펌과 공동으로 업무 진행
고객 중심의 서비스.
코브레 & 김은 단골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수임은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함으로써 어떠한 기관을 상대하더라도 가장 공격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국제 분쟁과 조사분야 최고의 부티크 로펌.
챔버스 앤 파트너스 (Chambers & Partners)',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Benchmark Litigation)', '리걸 500
(The Legal 500)', '볼트 (Vault)', "10대 소송 전문 부티크 로펌" 부문 등 업계의 주요 순위 발표 매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코브레 & 김은 복잡한 국제 분쟁이나 조사 시 쌍방대리의 위험이 없는 소송 전문 로펌을
찾는 고객들에게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은 "코브레 & 김은 매우 특별하다. 이
로펌은 소송, 중재 및 조사에 한해 집중할 뿐 아니라 '다른 로펌에는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
였습니다.코브레 & 김의 소송팀은 다음과 같은 변호사들의 이상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제 소송의 조율 및 이행에 경험이 풍부한 역외금융지역 (offshore) 변호사, 미국 소송 전문 변호사,
영국 송무 전문 변호사 (barristers) 및 일반 변호사 (solicitors) 와 홍콩 변호사
다음을 포함하는 전(前) 미국 연방 및 주 검사 및 정부 변호사:
전(前) 미국 법무부 증권 상품 부정거래 방지팀 (DOJ Securities & Commodities Fraud Task
Force) 소속 검사 다수
전(前) 주요 미국 검찰청 형사부 수석 검사
전(前) 미국 법무장관 수석 변호인
전(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선임 변호사 다수
뉴욕 형사 및 조사 사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가진 전(前) 뉴욕 주 검사 다수
복잡한 상업 분쟁 재판 경험이 풍부한 영국 칙선 변호사 (Queen’s Counsel) 2명
영국과 역외금융지역 (offshore) 판사 및 겸임 중재인 및 조정관 등을 역임한 변호사 다수
변호사들의 감독 하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산업 및 금융 상품 관련 사안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팀
코브레 & 김의 국제적인 인력 자원, 그리고 각국에서 보유한 시장 경험은 고객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목표에 집중하는 송무 전문 로펌.
코브레 & 김은 최대한 빨리 "사안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 공격적이며, 재판에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 사건
들을 처리합니다. 코브레 & 김의 모든 전문가들은 목표에 집중하는 저희 회사만의 독특한 소송 모델에 관하
여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는 승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소송 전 절차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
니다.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의 목표를 항상 생각하고 분쟁의 핵심 요소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
인 목표인 고객의 승소를 이루어 냅니다.
혁신적인 수임료 구조.
저희 고객들 대부분은 고정 수임료에 더하여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달성할 경우 성공 보수를 지급하
는 방식으로 코브레 & 김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저희는 필요한 경우 소송 진행을 위해 외부 자금을 지원받
은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전문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 비용 책정 방식을 통해 고객들은 구체적으
로 소송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양보다 질을 우선시
“코브레 & 김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놀랐던 점 중 하나가 여러 관할권에서 많은 수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변호사들이 우리 사건을 처리하는 것 같은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 ‘벤치마크 리
티게이션 (Benchmark Litigation)’에 게재된 코브레 & 김 고객 코멘트

저희는 최소한의 사건만 수임하여 저희가 대리하는 기관 및 개인 고객께 업계 최고의 표준에 걸맞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단골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므로, 다른 일부 로펌처
럼 특정한 고객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핵심 인력
과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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