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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는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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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기업일반


Woori Bank v World Tec Company Limited – 우리은행 홍콩지사 채권추심



Wong Pik Lin v Zurich Assurance Ltd – 보험 회사 Zurich 보험료 면제 소송



Appeal Tribunal (Buildings), Case No 113 of 2016 – 정부 불법건축물 대리소송



Ng Sau Fung v The Incorporated Owners of Po Wah Court – 사망사고 대리



Sing Sing Engineering v Swee Kheng Building Material – 즉결심판절차 소송



IDS Forex HK Limited – IDS Forex 홍콩지사 해외 자산회수 및 도산관련 법무
대리

법원 명령/ 마레바 (Mareva)형 자산 동결/ 압류 명령


HIHO Metal HK Limited v Chang Young Soo – 피고인 홍콩자산 동결



JWILL Technology v ChinaChem – 피고 동결자산 홍콩법원 회수명령 수행



ClosetMaid v Good Tree Trading – 피고 홍콩자산 동결 및 회수



Yudal Shipping v Hong Kong Sheng Shi Ping Trade – 홍콩자산 동결 및 회수

국제중재


MBC C&I –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프로젝트
관련 홍콩 중재.



건설, 조선, 플랜트, 엔지니어링 관련 – 국내 법인과 중국 법인의 선박관련
계약분쟁 홍콩 및 서울 중재.



기술/ 라이센스 분쟁 – 국내 법인 상표권 침해 및 특허권 양도 계약분쟁 관련
홍콩 및 서울 중재.



해외 소송 및 집행판결 청구/ 방어 관련 소송 – 서울, 홍콩 내 중재판정 집행소송
다수 수행.



기업 인수 합병 및 합작투자 (JV), 주주간 분쟁 – 국내 법인 자회사 매각 및
합작계약 분쟁 관련 홍콩 및 서울 중재 대리.

기업 인수합병 및 채권발행


TPG Asia M&A – TPG Asia 그룹의 Vishal Retail Ltd. 인도법인 인수 자문



TPG Global – TPG Global 의 Vodafone Group 소유 Japan Telecom 인수 자문



Hyosung Corporation – 효성그룹의 Global Safety Textiles 인수 자문



Samsung Electronics – 삼성전자 US 달러 10 억 불 1.75% 채권발행 법률자문



POSCO – 포스코 2011 년 12 월 150 억 엔 Reg S 채권발행 법률자문



Hyundai Steel – 현대중공업 5 억 불 미국 채권발행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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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0 여 건의 한국기업 인수합병 및 채권발행 법률자문

경력
법정 변호사 (2015 – 현재)
클리어리 고틀립 홍콩지사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2010 – 2013)
김·장 법률사무소 Kim & Chang (Clerkship, 2008)
홍콩회사법변호사회 정회원 (Member, 2019 – 현재)
홍콩공정거래법변호사회 정회원 (Member, 2019 – 현재)
홍콩주재 한인회, 한국국제학교 자문변호사 (Legal Advisor, 2016 – 현재)
서울 대검찰청 Supreme Prosecutor’s Office (Clerkship, 2008)
더럼법대 학생회장 Durham University Law Society (President, 2008 – 2009)
더럼법학과 학술지 편집위원 Durham Law Review (General Editor, 2008 – 2010)
미국 LA 대검찰청 LA District Attorney’s Office (Clerkship, 2007)
삼성법률봉사단 Samsung Legal Aid Services (Internship, 2006)
학력
홍콩대학교 University of Hong Kong (MPhil)
홍콩중문대학교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PCLL, 2013)
더럼대학교 University of Durham (LLB, 2010)
아빙던학교 Abingdon School (2007)
경기초등학교 Kyonggi Elementary School (2001)
자격
홍콩 법정변호사 (Barrister, 2015 – 현재)
저술/ 발표/ 강의
Justificatory and Excusatory Defences in Common Law and Civil Law (보통법과
대륙법의 정당방위 그리고 변명형 방어, 더럼대학교 법학과 논문, 2010)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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