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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법무법인 지평은 2009년 라오스 유수 로펌인 

LLC와 제휴하여 라오스 법률시장에 진출하였습니
다. 지평은 LLC 비엔티안 본사에 사무소를 두고, 한

국기업의 다양한 라오스 투자 및 라오스기업의 한국 

자본시장 진출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

다. 또한, 국내ㆍ외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여러 라오

스 법률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라오스 정

부를 위한 라오스 증권법 제정 자문 및 법제처가 발

주한 라오스 외국인투자법제 연구용역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지평은 LLC를 비롯하여 다수의 현지 유력

한 로컬 로펌들과 제휴하고 있고 라오스 내 주요 감

독당국과의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의 니즈

에 부응하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

습니다. 

사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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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사회학)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본사 라오스팀 및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법학석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7년) 

•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근무 
•IFLR, Leading Lawyer 선정(2012-2017년)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뉴질랜드)

• 뉴질랜드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법학과 졸업

• 뉴질랜드 College of Law New Zealand, 

Professional Legal Training

•호주 Sydney Law School 법학석사(LL.M.)

•뉴질랜드 변호사(2009년)

• 법무법인 지평 캄보디아 프놈펜ㆍ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장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지평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는 2009년 라오스 비

엔티안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한 이래 한국기업의 

다양한 라오스 투자 및 라오스기업의 한국 자본시장 

진출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외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여러 가지 라오스 법

률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라오스 정부를 

위한 라오스 증권법 제정 자문 및 법제처가 발주한 

라오스 외국인투자법제 연구용역도 수행한 바 있습

니다. 그 결과 한국 로펌 중 라오스 진출 관련 법률자

문 실적이 가장 많으며, 독보적인 라오스 법률전문

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 및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라오스 리스회사 
합작투자 자문  

KB캐피탈 및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라오스 리스
업 진출에 대한 합작투자계약 자문과 라오스 리스회

사 설립 및 인ㆍ허가 취득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

코라오홀딩스를 대리하여 
GDR 발행 및 싱가포르거래소 
상장 자문 

코라오홀딩스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

문에 이어 1억 5천만불 규모의 GDR 발행 및 싱가포

르거래소 상장 관련 자문을 제공. 코라오홀딩스의 

GDR 발행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GDR

을 발행한 최초 사례

●  한국거래소를 대리하여 라오스증권거래소(LSX) 설립 관련 지분투자 및 합작자문

●  인도차이나뱅크를 대리하여 합작계약 및 운영 관련 자문

●  코라오홀딩스를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

●  코라오홀딩스를 대리하여 IFC 보증부 사모사채 발행 관련 자문 

●  인도차이나뱅크를 대리하여 매출채권 유동화 및 사모사채 발행 관련 자문

●  광산회사 실사 및 투자 관련 자문

●  라오스 투자ㆍ비즈니스 가이드북 발간(법무부)

●  라오스 외국인투자법제 연구용역보고서 발간(법제처)

●  라오스 투자 법률가이드 발간(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법무부 및 
라오스 정부를 위하여 
라오스 증권법 제정 자문 

라오스 정부를 위하여 현지 법률 제정 관련 자문을 

제공한 특별한 사례로 라오스 증권법 제정 자문의 

연장선에서 라오스 내 자본시장 관련 인력 양성 방

안에 대한 자문과 라오스증권위원회의 국제증권감

독기구(IOSCO) 가입 지원 자문까지도 수행. 이는 한

국의 자본시장 성장 경험을 라오스와 같은 개발도상

국에 전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한국

과 라오스 간의 자본시장 교류에 일조한 공익적 목

적도 있음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의 강점

주요 실적 

M&A, Joint Venture, 건설ㆍ부동산개발, 금융기관 진출 및 인수, IPO 및 자본시장, 인프라ㆍ에너지ㆍ자원 투자 등

주요 업무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