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HANJOONG

기업 일반
해외 투자 / 해외 이민
법인 설립 / 국제 계약
국제 중재 / 국제 소송
국제 통상
인수 합병
조세 및 관세
부동산 / 상속 / 중재
국제 결혼 / 이혼
이민 / 비자
출입국관리

Corporate
Dispute Resolution & Legal Claims
Entry & Exit
Family / Matrimonial
Foreign Investment
Immig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 Cross-Border Litigation
International Trade
Mergers & Acquisitions
Real Property / Estate Planning
Tax & Customs

LAW FIRM HANJOONG
Law Firm Hanjoong International Business Team - LEX

MAPPING SYSTEM
국내외 계약, 투자, 협상 전문 변호사의 전략시스템
讀地圖
作地圖

독지도“Map Reading”을 통한 목표지점 확인
작지도“Map Making”의 목표경로 개척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의 전문 인력은 대량의 정보가 복잡하게 얽매여 있는 시대에
신뢰할 만한 “Navigation” 장치가 되어 여러 고객 기업과 개인 사업가의
전략적인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다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hat We Do

업무 분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은 전문 분야 및 관련 파생 법률 분야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 거래상 발생하는
각종 민사, 형사, 특별 사건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법무팀은
한국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각 해외 이주에
대한 비자나 이민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미국의 경우 각종 청원서 및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 비자 거절이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Waiver)요청,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 및
출입국 관리, 병역법, 국적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info@ibtlex.com 또는 02-598-9021~2

국내 법인 및 사업자의 해외 진출
·안전하고 성공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적합한 해외 법인 설립
·모 회사인 한국 본사를 보호하기 위한 해외 법인 지분 구조 확립
·해외 주재원 파견 가능성을 높이는 조직도 완성 및 주재원 포지션 세팅
·현지 회사 인수 합병, 현지 시장 분석, 신사업 모색 가능
·이민법 및 출입국 관련 법적 문제의 예방 및 해결책 제시

해외 법인 및 사업자의 국내 진출
·외국 기업의 국내 자회사, 지사, 연락 사무소 설립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합법적인 체류 자격 유지 지원
·외국인 한국 사증(비쟈), 출입국 사무소 업무 대행 지원

국제 영문 계약 * 국제 협상, 국제 소송 및 중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계약/법적 분쟁의 예방책 및 해결책 제시
·전문 변호사의 Mapping 으로 전략화하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중재 및 소송 문제 해결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통해 해외 사업 추진의 안전한 경로 확보

해외 이주 및 출입국 관리 (이민, 비자)
·기업 및 개인 고객의 재정 상태, 고용 현황, 범죄 기록, 불법 체류, 밀입국, 위증 등 각국 정부
규정 상 이민, 비자 및 체류 결격 사유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Mapping 으로 전략화하여 문제 해결
·투자이민, 취업이민
·출입국 제재 사항 사면 요청 (Wainer)
·가족 청원 및 부동산 상속,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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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법무법인 한중(대표변호사 홍순기/ 전병식)은 1998년에 설립된 변호사 40여 명 규모의 중견 법무법인입니다.
상속, 민사, 형사, 상사, 국제업무 등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나눠 사건을 프로젝트화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법무와 이민 법무 분야에서는 국내 10대 로펌 못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www.hjlaw.co.kr
홍순기 변호사

송정호 변호사 (前 법무부장관)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고문

전병식 변호사

이문재 변호사

이 외 각 분야의 40여명의 전문 변호사가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수철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기업분쟁 연구소(cdri)의 총괄 고문인
노수철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분쟁, 국가조달,
섭외 사건 등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국제 법무 전문가로 IBT-Lex
국제법무팀의 실질적인 수장입니다.

조우성

변호사

IBT/ Lex국제법무팀의 모태가 되는
법무법인 한중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기업분쟁연구소(cdri)의 소장으로
18년간 법무법인(유)태평양 민사
총괄부 및 기업 소송부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기업분쟁 전문가

주우혁

변호사

입니다.
주우혁 미국 변호사는 국제 법무
전문 변호사로서 미국 등 해외 법인
및 지사 설립, 해외투자 관련 외환
거래, 출입국 관리 및 해외 주재원
파견등 관련 분야에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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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조직도 및 협력체계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조직도

해외사업팀

국내사업팀

국제계약팀

출입국관리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미국 현지의 법무법인, 법률 사무소, 세무사 및 회계사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 (Strategic Alliance)를
유지하면서 한국에서의 국제법률, 계약, 소송, 이민, 비자 업무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생길 수 있는 부동산 임대차, 조세, 비즈니스
매입, 주식 거래 및 투자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40여명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 자문 위원들과도 협력하여
광범위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권 전문 위원들과 국내외
각 분야 전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무역사, 세무사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등지에 협력 사무소를 구축하여 현지에서도 영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해외 비즈니스 운영, 미국 출입국
관리 및 비자,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자문 위원 및 협력사

미국
Kim & Bae, P.C. NY & NJ, USA
Kim & Min Law Firm, CA, USA

안권 (Kristopher K. Ahn)

미국 TX 변호사

루이스 파티노 (Louis Patino)

미국 TX 변호사

영국

김준환 (Raymond J. Kim)

미국 CA 변호사

제시카유 (Jessica Yu)

미국 WA 변호사

윤유리 (Yuri Yoon)

영국 (런던) 변호사

Laytons Solicitors LLP London, UK
London & Partners London, UK
Phillips Young LLP London, UK

이명자 (Myong Lee)

캐나다 (Manitoba) 변호사

중국

마이클황 (Michael Hwang)

캐나다 (B.C.) 변호사

Xian Jiang

중국 (Sanghai) 변호사

Fada Law Firm Dalian, China
Guang Dong Sun Law Firm ,Shen Zhen, China

Fang Chunfu

중국 (Dalian) 변호사

Chris Zhang

중국 (Shen Zhen) 변호사

Jiro Oyama

일본 변호사

캐나다
Fridman Lee LLP Manitoba, Canada
Amicus Lawyers, British Columbia Canada

정소미 (Somee Chung)

뉴질랜드 변호사

라현주

한국 회계사

호주

유영하

미국 세무사

권순재

영국 회계사

Byrons Chartered Accountants, Sydney,
NSW, Australia

김용운

한국 변리사 및 미국 (NJ, NY) 변호사

뉴질랜드

정청하

관세 및 해상보험 자문위원

CL Law Limited, Auckland,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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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협력 사무소

캐나다

영국

워싱턴

법무법인 한중
국제 법무팀
일본

뉴욕

로스엔젤레스

뉴저지

중국
어바인

휴스턴
멕알렌

시드니

뉴질랜드

LAW FIRM HANJOONG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퓨런스 빌딩 9층
T.
E.
B.
F.

02 598 9021~2 F. 02 6250 3090
info@ibtlex.com W.www.ibtlex.com
http://blog.naver.com/ibtlex
www.facebook.com/ibtl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