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보고서  9 8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0년간 중국 및 베트남, 캄보

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필리핀, 말

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이란 및 중동, 일본, 브라질ㆍ중남미, 호주, 유럽, 미

국 등 해외 각국에서 M&A, 합작투자, 금융, 부동산

개발, 에너지ㆍ자원, 건설, 자본시장, 조세, 노동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해옴으로써 국내 최고의 해외

전문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평은 해외 지역전문성 없이 그때그때 해당 지역 

로컬 로펌에 의존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종래 방식과

는 달리, 해외 각 국가별 지역전문변호사들과 해외

사무소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해외 지역전문성에 근

거하여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M&A 및 금융거래 등의 경험과 전문성

없이 해외 현지에서 일상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M&A, 금융, 부동산개발, 에너지ㆍ자원, 건설, 

자본시장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들

로 구성된 본사의 해외업무팀들이 각 해외사무소와 

협력하여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9개의 해외사무소는 현지에서 고객들과 밀착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해외사무소를 

계속하여 설립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에 발맞추어 해외 현장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요 업무

●  해외 현지법인 설립, 합작투자 자문 

●  해외기업 M&A 및 지분투자 자문 

●  해외 금융 자문 

●  해외 부동산개발 자문 

●  해외 에너지ㆍ자원 자문

●  해외 인프라 및 건설 자문

●  국제 자본시장 관련 자문 

●  국제 조세 자문

●  해외 노동 자문 

●  각종 국제계약 자문 

●  해외 소송 및 중재 등 국제분쟁해결 

●  통상, 반덤핑 등 무역 관련 자문 

●  해외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해외업무 그룹

|                                        지역별 전문팀                                        | |           분야별 전문팀            |

중국팀

러시아ㆍ중앙아시아팀

베트남팀

캄보디아ㆍ라오스팀

인도네시아팀

미안마팀

이란ㆍ중동팀

일본팀

북한팀

중국 상해 사무소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미얀마 앙곤 사무소

이란 테헤란 사무소

국제조세 및 해외투자 컨설팅팀

Cross-Border M&A팀

국제금융팀

해외부동산팀

에너지ㆍ자원ㆍ인프라팀

자본시장팀

국제분쟁팀

지평의 
해외업무
●  한국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 보유 !
●  해외사무소들의 해외 지역전문성과 본사 해외업무팀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결합하여  
     현지 밀착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