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ractice - Recent Experience
저희 한국 분야 변호사들은 지난 몇 년간 아래 사건들을 담당해왔습니다.

공정거래
•

전 세계 특허 및 표준 관련 반독점 정부 규제 대응 및 반독점 민사소송에서 삼성전자 대리.

•

삼성전자, 스마트폰 특허 라이센싱 관련 보이콧 및 구매자 독점 민사소송에서 삼성전자
대리.

•

TFT-LCD (평면 패널) 반독점 소송에 대한 미 법무부 및 외국 정부의 가격담합 조사 관련
직접∙ 간접 민사 집단소송에서 삼성 대리.

•

브라운관(CRT) 반독점 소송에 대한 미 법무부 및 외국 정부의 가격담합 조사 관련
직접∙간접 민사 집단소송에서 삼성 SDI 및 자회사 대리.

•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미 법무부 및 외국 정부의 가격담합 조사 관련 민사소송에서 삼성
SDI 및 자회사 대리.

기업 인수·합병
•

삼성 그룹의 벤처캐피탈인 삼성벤처투자가 인도네시아 온라인 부동산 스타트업
‘트레벨리오(Travelio)가 조달한 시리즈 B 펀딩 라운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주와
개발업체들의 부동산 관리 및 자본화 업무 자문.

•

국내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미래에셋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와 국내 스포츠웨어 및
의류업체 휠라코리아(Fila Korea)가 포춘브랜드(Fortune Brands, Inc.)로부터 골프 브랜드
타이틀리스트(Titleist)와 풋조이(Footjoy)의 소유주인 아쿠쉬네트 골프(Acushnet golf)
사업을 12 억 2500 만 달러 규모에 인수하는 업무 자문.

•

한화자산운용 계열사를 대리하여 북미 지역의 대표적 소형 농장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두산밥캣에 한화 7000 억원 규모의 우선주 투자 관련 자문.

•

LG 화학, LG 전자 등 LG 그룹을 대리하여 미국의 연료전지 시스템 업체인
롤스로이스퓨얼셀시스템즈(Rolls-Royce Fuel Cell Systems US Inc.)의 지배 지분 인수 관련
자문.

•

한국의 모바일 게임 회사의 다양한 회사법 자문.

지적재산권
•

미국 연방대법원의 Hana Financial v. Hana Bank 상표권 분쟁에서 하나은행을 대리하여,
상표권의 tacking doctrine(최초 상표 등록자가 처음에 등록한 상표를 특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표를 수정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판단을 배심원이
내려도 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만장일치 승소하였음.

•

한국 최대의 보툴리눔 독소 제조업체인 메디톡스(Medytox)를 대리하여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 알페온(Alphaeon)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 소송 대리.

•

미국 SanDisk 와 일본 Toshiba 가 각각 미국과 일본에서 SK 하이닉스(메모리칩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20 억 달러 이상 규모의 영업비밀 소송에서 SK 하이닉스와 계열사를 대리.

•

에어백 특허 관련 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 현대모비스(자동차 부품 제조사) 대리.

•

국내 완성차 업체를 대리하여 특허괴물(Non-Practicing Entity)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대응.

건설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 억 달러 규모의 알루미늄 압연 및 고철 재활용 시설 건설과 관련된
복잡한 국제 분쟁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을 대리하여 중재사건 승소.

•

삼성엔지니어링이 오만 정부를 상대로 ICSID 에 신청한 국제분쟁 중재 사건 대리.

•

신일본제철(Nippon Steel), 벡텔(Bechtel)과의 분쟁에서 삼성중공업 대리.

•

중동과 미주 지역 건설 분쟁에서 삼성엔지니어링 대리.

생명과학
•

미국 제약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국내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법률 실사를 진행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 세금, FDA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자문함.

•

국내 제약회사로부터의 신약 인수와 관련하여 미국 제약회사 자문.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

삼성전자의 올림픽 후원 및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와 관련된 업무 자문.

•

올림픽 등 삼성전자를 위한 다수의 스포츠 마케팅 계획에서 제일기획 자문.

•

JTBC 와 유니버셜 미디어 스튜디오즈 인터내셔널 (Universal Media Studios International,
NBC Universal 의 자회사)의 ‘히든싱어’ 글로벌 포맷 판매와 해외판 제작을 위한 계약 체결
자문.

•

국내 애니메이션 업체의 국제 공동제작 및 선판매금 분배 관련 법률 자문.

제조물 책임
•

스마트폰 노트 7 과 관련된 집단 소송에서 삼성 SDI America 를 대리함. 집단 소송 기각과
중재를 이끌어내면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음.

조사
•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214 편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미국 교통부 조사에 대한
아시아나항공 대리.

•

특정 미 법무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삼성그룹 대리.

•

국내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미 법무부 조사 대응 수행.

인사노무
•

국내 금융기관의 미국 내 부당해고 소송 대리.

•

미국 뉴욕에서 제기된 부당 해고 소송 관련 국내 공기업을 대리하여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상 면책주장을 하여 승소.

준법경영
•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업무 자문.

분쟁해결
•

한국 라면가격 담합 관련 집단 소송에서 한국야쿠르트와 팔도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음.

•

계약 위반 관련 중재 사건에서 한국 의료기기 제조 업체 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