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훈 (Ji Hoon Hong) 

파트너, 서울 사무소 대표 

T +82 2 6138 8816 

E ji.hong@whitecase.com 

자격사항 

외국법자문사, 대한민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학력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JD)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학사 

언어 

영어 

한국어 

 

업무경력 

홍지훈 변호사는 White & Case 서울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이자 글로벌 

금융(Finance)그룹에 속해 있는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홍 변호사는 자산 금융 (Asset 

Finance)분야의 파트너 변호사로, 자본 시장, 은행 금융 및 부채 구조 조정 거래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운송 장비의 구조화 금융 분야에 대한, 특히 신탁증서 (EETC)와 같은 

항공 채권 자본시장 거래 관련 하여,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로 

이전 이래 한국 금융 기관 및 기업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 인수합병/기업법무 및 

기타 업무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보통주 또는 우선주, 전환 사채, 투자 등급 부채 및 고수익 부채, 

채무관리 거래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본 시장 거래 분야에서의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 예비 부품, 공항 슬롯, 선박 및 기타 자산 담보 은행 금융 및 

브라질, 에콰도르,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채 구조조정 및 다국적 부채조정업무도 

담당하였습니다. 

홍 변호사는 리걸 500 (미국)의 자산 금융 및 임대 부문에 소개되었고, 챔버스 글로벌 

및 챔버스 USA 에 자산 금융과 항공기 금융 분야의 “선도적인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챔버스 글로벌 2017 에서 홍변호사는 철저하고 창의적으로 고객의 

목표달성을 돕는 존경받는 자산 금융 (Asset Finance)분야의 파트너 변호사로 

소개되었습니다. 

유럽위원회에 합병 신고 – 진행중 

유럽 위원회에 합병 신고 건 관련 한국 주요 기업에 자문 제공. 

FSRU 인수금융 – 진행중 

터키 정부가 환급 보증을 지원하는 터키 가스 회사의 FSRU 인수금융 관련 

한국수출입은행에 자문 제공.  

Seadrill Limited 및 자회사들의 금융 구조조정 

Seadrill Limited 및 자회사들의 금융 구조조정 관련 한국 수출신용기관의 채권에 

관하여 유담보채권 은행단에게 자문 제공. 

United Arab Shipping Company / Hapag-Lloyd AG  합병  



 
 

 

 
   

 

아랍 해운회사 (United Arab Shipping Company)의 하팍로이드 AG(Hapag-Lloyd 

AG)사의 합병 관련, 해양 신탁 증서의 구조 조정을 포함한 다수의 컨테이너 선박 

금융 시설의 수정 및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위 해운회사에 자문 제공. 

한국 주요 국책 은행의 인수금융  

한국 회사의 미국 석유화학 설비 인수와 관련한 인수 금융에 대한 인수 약정서와 

관련하여 한국 수출입 은행과 한국 산업 은행에 자문 제공. 

스피릿 항공사/ EETC 발행 

스피릿 항공사의 EETC 발행과 관련하여 주간사 씨티그룹과 모건스탠리사에게 

다음에 대한 자문 제공:  

 미화 총 5 억 7 천 6 백만 달러 규모의 2015-1 시리즈 EETC 발행 관련 공동 

구조화 주간사 역할 수행; 

 미화 총 4 억 2 천만 달러 규모의 2017-1 시리즈 EETC 발행 관련 공동 구조화 

주간사 역할 및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 Co. LLC) 및 바클레이즈 

(Barclays Capital Inc.)와 더불어 주간사 역할 수행; 

 미화 총 7 천 5 백만 달러 규모의 Class C EETC 사모 관련 공동 구조화 

placement agent 및 투자자의 자문사 역할 수행; 및 

 미화 총 1 억 1 천 5 백만 달러 규모의 Class C EETC 사모 관련 공동 구조화 

placement agent 및 투자자의 자문사 역할 수행.  

아메리칸 항공의 유담보 신용대출 관련 씨티은행 (Citibank) 및 기타 주간사 

아메리칸 항공의 공항 슬롯 (slot) 및 기타 자산 담보의 신용대출 계약 및  계약 

수정안 및 수정본 작성 관련 Citibank 및 기타 주간사에게 자문 제공. 

델타 항공사/ EETC 발행  

델타 항공사의 미화 5 억 달러 규모의 EETC 발행과 관련하여 주간사 모건스탠리 

사와 크레디트 스위스에 자문 제공. 

Crédit Agricole 기업 겸 투자 은행 / CIT 그룹 항공금융 III 

Crédit Agricole 기업 겸 투자 은행의 유동성 공여 기관으로서 CIT 그룹 항공금융 III 

회사의 미화 총 6.4 억 달러 상당의 자산담보부 증권 발행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항공기 금융 관련 자문 제공. 

활동 

사회자, “기관 투자자 기반을 활용하기 위한 ABS 프로그램의 확대 –한국 투자자를 

끌어들일 만큼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가?” 한국 항공금융 컨퍼런스, 2017 년 

3 월 

저서 

“불신 유예 (A Suspension of Distrust): 한반도의 신뢰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대체안” 

국제변호사협회 (2019 년 8 월) 

“성장 공유권: 유로존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인가?” ― 소견서, 국제금융법 리뷰  

(2012 년 11 월 19 일) 

"항공기 채무 증권화 구조 (Enhanced Aircraft Debt Securitization Structures)," 상업 

항공 리포트 (1997 년 5 월 1 일) 

"브라질의 은행 부채 구조조정," 공동저자, 국제금융법 리뷰 (1994 년 11 월) 

수상내역  

선도적 변호사 (Leading Lawyer), The Legal 500 – 미국 2014 년 

선도적 변호사 (Leading Lawyer), Chambers Global and Chambers 미국 2013 년 – 

2017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