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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는 한국변호사 

1명, 미국변호사 1명, 베트남변호사 1명, 베트남 수

습변호사 2명으로 구성되어 업무전문성과 지역전문

성을 동시에 갖춘 신뢰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7년 베트남법인 본점(호치민

시티 소재)이 베트남 법무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설립되었고, 이후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 1월 하노이 사무소가 설립되었으

며IFLR 1000 2013년판 Banking and capital 

markets 분야와 IFLR 1000 2016년 및 2017년판
의 Banking and Finance 및 M&A 분야에서 현지 

활동 중인 한국계 로펌 중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notable)” 로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 언론사 기자 및 한국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오

랜 현장 경험을 쌓아온 유동호 외국변호사(미국), 한

국 대기업 사내변호사 및 한국 정부기관 베트남 법

무전문가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아온 최창민 한국변

호사, 싱가포르계 명문 로펌인 Kelvin Chia 하노이 

사무소에서 근무한 Huong Nguyen Thi 외국변호사

(베트남)를 중심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지

화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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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호 
외국변호사(미국)

•서강대학교 국문학/ 영문학 전공(최우수졸업) 

•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 기자  

(국회, 통일부, 국방부 출입기자)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J.D.)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LG전자 해외법무팀 변호사 

•KOTRA 하노이무역관 법률고문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장

최창민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GS칼텍스, 현대기아자동차 사내변호사 

•KOICA 베트남 사무소 법무전문가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변호사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변호사

NGUYEN Thi Huong   
외국변호사(베트남)

• 베트남 University of Language and  

International Studies(영문학) 졸업 
•베트남 Hanoi Law University (LL.B.) 

• 베트남 Vietnam National University of  

Hanoi (LL.M.)

• Indochina Law-Investment and Finance  

Consultancy Company 
• InvestConsult Legal Services, a law firm  

and member of InvestConsult Group, Legal 

Trainee 및 베트남변호사 
•Kelvin Chia Partnership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외국변호사

Nguyen Ha Ly   
외국수습변호사(베트남)

•베트남 Hanoi Law University (LLB.)

• 베트남 Judicial Academy of Vietnam-  

Ministry of Justice (Lawyer Training Course)

• Vietnam International Law Firm Intern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외국수습변호사

Dao Tien Thinh   
외국수습변호사(베트남)

•베트남 Hanoi Law University (LLB.)

• 베트남 Judicial Academy of Vietnam-  

Ministry of Justice (Lawyer Training Course)

•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ial 

Safety Company Limited (In-house counsel)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외국수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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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율리 
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통상법무학)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법학석사) 

•IFLR, Leading Lawyer 선정(2012년, 2017년)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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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혁 
외국변호사(호주)

•Bond University,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최우수졸업, 총장상 수상) 

•호주 빅토리아주 변호사(Solicitor & Barrister) 

•Freehills 국제법률회사 소속변호사 

•Allens Arthur Robinson 국제법률회사 선임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연세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졸업 

•SK텔레콤 상품개발팀 

•한국투자신탁운용 실물자산운용본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CFA,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취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본사 베트남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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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는 2009년 설립된 이후 

베트남 현지에 진출하는 유수의 기업 및 금융기관을 

위해 투자 자문 및 운영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

다. 2007년 설립된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축적된 경

험과 노하우 뿐만 아니라 서울 본사 및 다른 8개 지

역 해외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하노이 진출 로펌 

중 가장 넓은 고객 저변을 확보하고 가장 다양한 업

무를 수행해 왔으며, 독보적인 전문성과 현장성 있

는 밀착 자문을 통해 고객이 찾고 신뢰하는 최고의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분야 투자 자문 

한화테크윈을 대리하여 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베

트남 정부로부터 하이테크 분야 투자에 대한 인가를 

받고 투자등록증을 공식적으로 발급 받음. 베트남에

서도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의 대규모 투자 유치이기에 중앙정부 관련 부처 및 

현지 언론매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음

●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현지 건설법인 설립 자문

●  호텔신라를 대리하여 현지법인 설립 자문

●  웰스토리를 대리하여 현지 급식법인 설립 자문

●  HS Ad를 대리하여 현지 광고법인 설립 자문

●  에릭슨엘지를 대리하여 현지 합작법인(VKX) 지분인수 자문

●  한국투자파트너스 대리하여 현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신주인수 자문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의 강점

㈜대상을 대리하여 
하노이 소재 현지 식품회사 
인수(DUC VIET) 건

대상그룹을 대리하여 베트남의 대표적인 육가공

(신선소세지) 가공업체인 득비엣(DUC VIET FOOD)

의 지분인수를 성공적으로 자문했습니다. 한국기업 

최초로 현지 육가공 산업에 진출한 사례일 뿐 아니

라 대상그룹이 육류 및 육가공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되어 언론 및 업계의 조명을 받았

습니다. 본 건의 성공을 계기로 대상그룹은 기존에 

주요 실적 

진출한 조미료, 전분당 시장에 이어 냉장식품과 냉

동식품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본계 

니혼햄과 신슈햄 등과 베트남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

고 있는 대상그룹이 베트남 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고가 브랜드 가공업체인 득비엣을 인수함

으로써 식품 분야에서도 한류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 M&A, 금융ㆍ증권, 해외투자, 건설ㆍ부동산 등

주요 업무 분야

합작드라마 제작 투자 자문 

CJ E&M을 대리하여 베트남 국영 방송사 VTV와 공
동으로 한베 최초 합작드라마 ‘오늘도 청춘(Forever 

Young, 36부작)’ 제작 투자를 자문하였음. 베트남 
채널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라임 시간

대인 수요일 목요일 밤 8시 30분에 편성되어 성황

리에 방영되었으며 시즌 1의 흥행에 힘입어 시즌 2

도 제작됨

삼성그룹 현지법인 자문 

베트남 북부 지역에 진출한 삼성그룹 현지법인(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웰스토리, 삼성전기, 삼성SDS, 

호텔신라)의 일반 운영 자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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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지평 하노이 사무소의 베트남변호사로서 저는 주로 

한국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법률 이슈에 관

하여 조사하고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하며, 주니어 변호사

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안내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지평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다양한 사건과 업무가 있었지만, 하노이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발생한 고객의 노동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을 때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

다. 정말 어려운 사건이었고, 멀리 떨어진 현장을 오

가며 피해자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가슴 아픈 상황에

서 합의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 변호사 인터뷰

NGUYEN Thi Huong  
외국변호사(베트남) 

지평과 같은 외국계 로펌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지평과 같은 외국계 로펌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법률 이슈에 걸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커리어에

서 아주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독립적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하루 성장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하기도 합니다. 다만, 가끔

은 언어의 차이 때문에 업무에 관하여 내부와 고객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베트남 법률시장에서 지평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베트남 진출 10년차를 맞은 지평은 다른 한국계 로

펌들에 비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의 요구와 베트남의 법적 환경에 대하여 잘 이해하

고 있는 사무소장과 직원들 사이의 안정적인 팀워크 

역시 지평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명 한 명의 직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해외진출 10주년을 맞는 소감은?

지평의 해외진출에서 작은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 기

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지평의 해외사무소들

은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베트

남 법률시장의 경쟁은 보다 많은 외국계 로펌의 진

출로 인하여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저희 역

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변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고

객들이 저희의 자문을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베트남 시장에서의 지평의 성과도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 하노이 사무소에 부임했는지?  

2013년 9월 초에 부임했습니다.

하노이 사무소의 특징과 강점은?

베트남의 본사(호치민시티 사무소)의 지점인 하노

이 사무소의 경우, 하노이 상주 인력(한국인 변호사 

2명, 베트남변호사 3명)뿐 아니라 지평 베트남이 

10년간 본사와 다른 해외사무소와 유기적으로 협력

하며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현장성 있는 자

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다른 로펌

들과는 차별화됩니다.

사무소장 인터뷰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장 
유동호 외국변호사(미국) 

당해 지역 경제와 한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망은 어떠한지?

제가 하노이 사무소에 합류한 2013년까지도 수도

인 하노이는 경제수도인 호치민에 비해 경제성장이 

더디고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도 경직되었다는 다소 부정적 평가가 일반적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복합쇼핑

센터나 지상철ㆍ지하철 등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활성화로 도시 인프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은행, 카드회사, 증권사 등의 연이은 투자에 따라 금

융거래 인프라도 조성되고 투자환경도 개선되고 있

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한국 및 외국인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노이 사무소 전망은?

저희 사무소의 베트남변호사님들과의 오랜 호흡으

로 업무처리와 고객대응은 어느 경쟁로펌보다 신속하

고 정확하다고 자부합니다. 최근 최창민 변호사님의 

합류로 하노이 사무소의 지속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일들은? 

‘지평은 다르다’라는 고객의 격려와 칭찬은 업무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녹여줍니다. 이런 소소한 기쁨이 

해외생활에 있어 큰 활력소가 됩니다.

현재 업무와 생활은 어떠한지?

하노이 생활이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젠 한국보다 

하노이가 더 익숙합니다. 최근 하노이의 생활 인프

라도 눈에 띄게 발전했고, 거주 한인 숫자도 5~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의 고객이나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분들도 한국인이다 보니, 30분 이상 떨어

진 시내로 나가서야 ‘내가 베트남에 있구나’라고 비

로소 느낍니다. 

지평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은 소회는?

지평 해외사업의 10년 중 4년을 같이 했다는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무거운 책무감을 동시

에 느낍니다. 지난 10년보다 다가올 10년이 더 설

레고 기대됩니다. 더욱더 지평의 발전과 비상, 그 중

심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