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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처리 건수

미얀마 양곤  

520 건(5년간)

중국 상해  

500 건(10년간)

캄보디아 프놈펜   

450 건(8.5년간)

베트남 하노이   

310 건(8.5년간)

라오스 비엔티안    

150 건(8년간)

러시아 모스크바     

242 건(9.5년간)

이란 테헤란      

50 건(2년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00 건(5년간)

베트남 호치민시티  

921건(10년간)

해외업무 

3,543 건

한국 로펌 중 최다 
해외사무소

9 개소

Shanghai � 

Vientiane �
Yangon �

Phnom Penh �

� Hanoi 

� Ho Chi Minh City 

� Jakarta

� Tehran

� Moscow

Highlights

캄보디아 프놈펜  
변호사 2 명
직원 3 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변호사 7 명
직원 2 명 

베트남 하노이  
변호사 5 명
직원 3 명 

중국 상해 
변호사 6 명
직원 6 명 

베트남 
호치민시티 
변호사 5 명 
직원 3 명 

미얀마 양곤
변호사 6 명
자문위원 1 명
회계사 3 명
직원 7 명 

이란 테헤란 
변호사 2 명 
직원 3 명 

러시아 모스크바  
변호사 2 명

라오스 비엔티안
변호사 1 명 

한국 로펌 중 최다 
해외 인력

67 명

다양한 변호사 구성 

미국 

13 명

베트남  

6 명

영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캄보디아  

각 1명

미얀마

4 명

중국 

6 명

한국 

135 명
전체변호사 

174 명

인도네시아

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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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책자 
4회 발간

지평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이후 최초로 2014년 

미얀마 법령과 실무를 집대성한 일본어판 ‘미얀마 외

국인투자법제와 실무’를 발간하여 일본기업들과 일

본 로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어 일본어판 

‘미얀마 세무 안내’ 소책자를, 2015년에는 한국어판 

‘미얀마 세무 안내’ 소책자를, 2016년에는 일본어판 

‘미얀마 노무 안내’ 소책자를 각 발간하였습니다.

해외업무 관련 
100여 회 외부 기고

지평은 다양한 매체에 해외업무 관련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한경

비즈니스 국제면에 총 88회 여러나라 정보를 연재

하였고,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법률신문, 리걸타임즈 등 주요 신문과 잡지에 해외

업무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업무 세미나 
17회 개최

지평은 2009년 4월 러시아 에너지ㆍ자원법제 세미

나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네시아 투자법제 세미나, 해외분쟁 해결방안 세미

나, 중동 지역 세미나 등 총 17회의 해외업무 세미나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해외 각국의 불명

확한 법령과 잘 알려지지 않은 실무 경험을 고객들

과 공유함으로써 고객들의 해외진출 및 투자에 도움

을 드려 왔습니다. 

해외업무 관련 외부 강의 및 
세미나 참가 다수

지평은 금융투자협회, 국제한민족재단, 국토연구원, 

금융감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KOTRA), 법제처, 아시아법연구소, 중

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

무역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수

출입은행, 해외자원개발협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의 해외업무 관련 외부 강의 및 

세미나에 참가하여 왔습니다. 

해외 연구용역과제 
다수 수행

지평은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 법제 연구(법제처 발

주), 라오스 투자 법률가이드(주 라오스 대사관 발

주), 베트남ㆍ인도네시아 해외상장 환경 법률자문 

용역(한국거래소 발주), 투자ㆍ비지니스 가이드-호

주편(법무부 발주)  등 다양한 해외지역과 주제에 관

한 연구용역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해외업무 뉴스레터 
445회 발간 

지평은 해외업무 뉴스레터를 총 445회 발간하였습

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미얀마 뉴스레터  

(국문/일문), 이란ㆍ중동 뉴스레터, 러시아ㆍ중앙아

시아 뉴스레터, 중국 상해 뉴스레터(국문/중문) 등

을 통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Highl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