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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 케이스는 지난 40여년간 한국 고객에게 국제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으
며,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이후 보다 긴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에 
서울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한국 법률시장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어 및 
영어에 능통한 외국법 자격의 변호사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하여 뉴욕, 런던, 중동, 호주 등 전세계 주요 국가 및 도시에 30명 이상의 한국 
고객 전담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 
고객 전담팀은 외국 및 한국 국적의 외국법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기
업환경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
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이트 & 케이스는 한국 고객들이 직면한 복잡한 국제 법률 이슈를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건설, 에너지, 인프라, 전자, 반도
체, 철강, 자동차, 해운 및 조선해양 업계의 한국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 주
요 고객이 해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시장에서 자사의 입지를 강화
하고자 할 때, 그리고 내국 고객이 해외 분쟁, 기업조사, 대규모 투자 및 국제통상 
이슈에 직면할 때도 화이트 & 케이스는 늘 신뢰할 수 있는 자문사로 함께해왔습
니다.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 지식과 44개국의 30사무소에 달하는 글
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화이트 & 케이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추구하는 한
국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화이트 & 케이스의 글로벌 영문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
니다.

주요 업무사례

메이슨 캐피탈 & 메이슨 매니지먼트 v. 대한민국  
삼성그룹 합병과정에서 발생된 손해 배상청구건관련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한국 정부 대리

쉰들러 홀딩 v. 대한민국  
쉰들러 홀딩 (Schindler Holding AG)와 현대엘리베이터간의 투자자국가소송
(ISD)관련 한국 정부 대리

연안 해상 풍력 프로젝트          
해외 투자자를 대리하여 국내 연안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자문

우즈벡 천연가스 액화 정제 시설(UzGTL) 
한국 대주단 포함 상업/이슬람 은행 등 9곳의 ECA/IFI 대주단을 대리하며, 우즈
베키스탄의 일간 38,000 톤 규모의 정제 능력을 갖춘 디젤 및 나프타 천연가스 
액화 정제 시설(GTL) 프로젝트에 자문

액화 천연 가스(LNG) 가격 책정 국제 중재  
아시아 에너지 기업을 대리하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액화
천연가스 가격 중재 사건 자문

미국 사기 소송 
수천만 달러 규모의 미국 사기 소송에서 국내 은행 대리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FSRU) 파이낸싱 
한국 수출입은행을 대리하여 터키 정부의 상환보증을 받는 터키 가스회사의 부
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FSRU) 인수금융 관련 자문

주요 수상내역

The Legal 500 Asia-Pacific 2019
한국 기업 인수합병분야 ‘Tier 1’으로 선정

국제 중재 및 프로젝트 & 에너지 분야 한국의 
선두적인 로펌으로 선정

Chambers Asia-Pacific 2019
기업 인수합병, 분쟁 및 프로젝트 & 인프라 
분야 한국의 선두적인 로펌으로 선정

Global Business Insight Awards 2018
한국 내 건설 법 부문 최고 수상

Legal Times
2016부터 매해 기업 사내변호사가 선호하는 
Top 10 한국 소재 외국계 로펌으로 선정 

Asian-MENA Counsel Firms of the 
Year 2016
최고의 대응성을 갖춘 올해의 외국계 
로펌으로 선정

한국 국제중재부문 ‘Honorable Mention’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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