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A Law Firm, the first law firm in Korea specialized 

and experienced in the Middle East & Africa region. 

We also act as the main channel between South 

Korea and Middle East & Africa region. 

PARTNERS OF PIONEERS



MEA Law Firm strives to be the top one-stop legal service specialized in 
the Middle East & Africa region for all our valuable clients.



MANAGING
ATTORNEY’S MESSAGE 

김현종

PARTNERS OF PIONEERS!

MEA Law Firm(이하 MEA 로펌)은 국내 최초의 중동·아프리카 전문 로펌입니다.
중동·아프리카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국내 변호사들이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터키, UAE,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이라크, 알제리 등 각국 최고의 변호사 및 로펌과의 Alliance 
Partnership을 통하여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지역 법률전문가 
집단입니다. 서울에 본사를, 중동 아프리카의 허브인 두바이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법률뿐만 
아니라 Country Risk, Financial Risk, Regional Risk, HR Risk 등 사업 및 경영 전반에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들(Risk Evaluation Tool)과 각 국가, 지역,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특성들을 
종합적인 분석틀(Evaluation and Analysis Matrix)을 이용하여 분석합니다. 이와 같은 EA 
Matrix 결과를 바탕으로 MEA 로펌은 사업 친화적이면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Risk 
Management Service)를 제공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아프리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MEA 로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A Law Firm

MEA 로펌
대표변호사



MEA’S STR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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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중동·아프리카 전문 로펌

- 중동·아프리카 최초의 지역 법률전문가 집단
- 중동·아프리카 30개국의 79개 현지 로펌 및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 서울, 두바이 사무소 운영 체제로 실시간 빠른 업무진행

Specialist in Practices
of Middle East &

Africa region

Region-Specialized
Analysis Tool

One-Stop
Service

Main Channel for Middle
East & Africa region

Total & Optimized
Business Consulting

All-Around
Legal Hub

MEA Law Firm

Years of
Experience

Partnering
Countries

Regional Offices
in Seoul & Dubai

Countries’ Attorneys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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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

CORPORATE & COMMERCIAL

MEA 로펌은 국내외 주요 기업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 내에서의 기업설립, 조직변경, 에이전트 계약, 기업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전 과정에 관한 법률자문, 특히 중동·아프리카 지역 내 해당 지역 
에이전트와의 계약 체결, 변경, 종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하여 다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최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중동·아프리카 지역 
기업에 대한 법무자문 수행경험은 MEA로펌을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최고의 
로펌으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INVESTMENT & FINANCE

MEA 로펌은 중동·아프리카 지역 현지 로펌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국내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투자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 자회사·지사·지점의 설립, 합작회사의 
설립, 지분 인수, Initial Public Offering(IPO), Joint Venture(JV), M&A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현지 법령의 검토, 계약서 작성 및 
수정, 현지 공공기관 관련 업무 등 고객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MEA 로펌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을 위해 
최적화된 금융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제안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대출·융자·차관 업무와 같은 금융거래와 구조화된 Finance 거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파생상품의 운용과 Project Finance 거래에 
관하여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DISPUTE RESOLUTION

MEA 로펌은 다년간 축적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EA 로펌은 고객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다수의 현지 로펌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일반적인 분쟁 해결관련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및 국가, 특유의 분쟁 해결 절차, 방식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MEA 로펌만의 이와 같은 장점은 이미 국내외의 고객들에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MEA 로펌이 직,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자문 영역은 현지 
소송대리(Local Litigation)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 화해, 조정, 중재) 그리고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 사적 협의 및 협상 
지원 등이 있습니다.

MEA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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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 REAL ESTATE

MEA 로펌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의 건설 및 부동산 회사들에게 
인허가 관련 자문, 사업 시작 및 영위 시 예상 Risk 확인 및 대응, 계약서 작성 및 수정안 
제안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EA 로펌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서비스의 영역은 토목, 건축, 플랜트사업, 건설, 부동산업과 대형 사업의 초기 전략 
강구부터 사업 진행 도중의 분쟁해결, 사업 완료 시의 정산, 청산 등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MEA 로펌은 국내와는 다른 법체계를 가진 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Risk를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자문을 제공하고자,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소재한 다수의 현지 로펌들과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NERGY, OIL & GAS

MEA 로펌은 서울 사무소와 함께 UAE 두바이에서 현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석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이슈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MEA 로펌의 법률서비스 영역으로는 
에너지, 석유화학, 원자력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Engineering · Procurement · 
Construction(EPC) 자문,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 자문이 있습니다. 

DEBT RECOVERY

MEA 로펌은 국내외 기업들, 개인 간에 발생하는 Debt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 또는 중재 
또는 소송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의 부실채권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사하고 해당 중동·아프리카 국가의 관계 법령에 의한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EA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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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 COMMODITIES

MEA 로펌은 국내외 기업과 중동·아프리카 국가, 기업 간의 원활한 수출입거래를 위하여 
수출업자, 수입업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 영역으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해석, 품목분류, 이전가격, 현지 
관세법의 해석, 해당 물품에 관한 관세 및 관세율표 정보의 제공, 통관을 위한 필요한 서류의 
준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CRIMINAL

MEA 로펌은 각종 수사 및 형사 사건들에 대하여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형사사건은 물론 기업 형사사건에 대하여 현지법에 기초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전문화되고 국제화된 형사 관련 사례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로펌들과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MEA 
로펌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형사문제와 함께 사업 수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MEA Law Firm

EMPLOYMENT

MEA 로펌은 국내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다양한 국적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위하여 해당 
기업의 인사·노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노무 업무의 경우, 현지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적용이 중요하므로 
협력 관계에 있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현지 로펌들과 분쟁 이슈에 대한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 분야로는 
근로계약의 체결,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고용 문제, 
회사 정관, 기타 인사·노무 관련 내부규정, 임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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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ICT

MEA 로펌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의 흐름에 맞추어, 전자금융, 핀테크, 정보보호, 하드웨어(HW) ·
소프트웨어(SW) 산업, IT서비스, 통신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INEERING

MEA 로펌은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의 호텔, 주택, 병원, 대학교, 철도, 발전소 등의 건설 및 
엔지니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현지 법령의 검토, 계약서 작성 
및 수정, 현지 공공기관 관련 업무 등 고객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MEA 로펌의 법률서비스 영역으로는 계약 협상, 사업 집행, 하도급 계약, 클레임 
조정, 자금회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 화해, 
조정, 중재) 등이 있습니다.

SHIPPING & LOGISTICS

MEA 로펌은 다수의 관할권이 복합적으로 경합하는 국제운송(항공·선박·육로) 사건에서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운송, 복합운송 사건의 경우 문제 발생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된 자료와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며, 
다수의 관할권에 대응하는 다국적인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MEA 로펌은 국제운송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된 법률자문 서비스와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된 해결 
절차에 관하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MEA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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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H.J. Kim
MANAGING ATTORNEY

김현종�변호사는 2017년에 MEA Law Firm 두바이�사무소를�개소하고 
두바이에� 상주하면서� 중동·아프리카�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전문변호사로서 ㈜LG전자� 중동·아프리카 
지역법무팀장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두바이� 사무소의 Legal 
Director 당시에�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건설� 및� 부동산, 
자원개발, 에너지, 해외투자, 법인설립, 국제중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법률�자문을�주된�업무분야로�하고�있습니다. 김현종�변호사는 
2002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제 47회 
사법시험을�합격한�후, 2010년�제39기�사법연수원을�수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변호사협회� 중동·아프리카� 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청년변호사들의�해외진출을�위해�노력�중이고, 코트라�중소기업�자문단 
및�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기업의�중동·아프리카�진출을�지원하고�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을�수상하기도�하였고, 중동·아프리카�지역에서의�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변호사협회지를� 통해� 연재를� 기고하였으며(총 22회), 
세계변호사회 (IBA) 2011년� 두바이� 총회, 세계한인변호사회 2014년 
뉴욕� 총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변협, 사법연수원� 및� 서울변협에서 
강의/특강을� 통해� 중동·아프리카� 법률� 시장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동·아프리카� 현지� 로펌� 및� 변호사와의� 다양한 
네트웍을� 기반으로� 외국� 기업의� 중동·아프리카로의� 진출� 및 
현지사업에서�파생되는�제반�문제에�대한�종합적인�법률�자문�경험이 
풍부합니다. 

hyunjong.kim@mealawfirm.com

M +971 56 683 2820 (Dubai)
M +82 10 8990 5474 (Seoul)

•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 
•  제47회�사법시험�합격 
•  제39기�사법연수원�수료 

•  풍납중/가락고등학교�총학생회장
•  한국이슬람법학회�창립(2010년)
•  (주)LG전자�중동아프리카�지역본부�법무팀장(2010.05~2015.03)
•  서울변호사협회�중동아프리카�소위원장(2012년~현재) 
•  코트라�중소기업�자문위원(2014년~현재) 
•  법무부�중소기업�법률자문위원(2015년~현재)
•  대한변호사협회�청년변호사상�수상(2015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두바이�사무소�설립(2015.04)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두바이�사무소 Legal Director(2015.05~2017.06)
•  MEA Law Firm 대표변호사(2017.07~현재)

OUR TEAM

Education

Experience

김 현 종 대표변호사

MEA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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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jae Han
ATTORNEY AT LAW

한경재� 변호사는 MEA Law Firm의�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면서, MEA Law 
Firm 업무를�수행하고�있는�변호사입니다.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 제53회�사법시험을�합격한�후�제43
기�사법연수원을�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에서�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등의�송무�업무�뿐만�아니라�다방면의�자문�업무를�수행하였고, 서울시 
공익변호사, 대법원�국선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스타트업�법률지원단�등의 
다양한�공익활동도�하고�있습니다.

kyeongjae.han@mealawfirm.com

T +82 2 6956 6336 (Seoul)
M +82 10 4652 0001 (Seoul)

•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 
•  제53회�사법시험�합격
•  제43기�사법연수원�수료 

•  법무법인�서정�변호사(2014년~2016년)
•  법무법인�청호�변호사(2016년~2018년)
•  서울시�공익변호사(2016년~현재)
•  대법원�국선변호인 (2017년~현재)
•  대한변호사협회�스타트업�법률지원단 (2018.05~현재)
•  MEA Law Firm 변호사 (2019.01~현재)

Education

Experience

한 경 재 변호사

MEA Law Firm

Jinho Hong
ATTORNEY AT LAW

홍진호� 변호사는 2014년� 주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주� 고객으로� 특화된 
전문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자�법률사무소�푸름을�설립하고�외국인투자, 
기업활동� 관련� 분야를� 주요� 업무� 분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서강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 2011년�제53회�사법시험을�합격한�후 2014
년�제43기�사법연수원을�수료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CIArb(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의� 멤버� 및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으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분야에서도� 꾸준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서울글로벌센터 
자문변호사로�활동하고�있고, 아마추어�파일럿으로�항공기소유주�및�조종사의 
모임(Aircraft Owners and Pilots Association) 한국지부의� 자문변호사 
역할을�수행하며�항공우주법�분야에�대하여�지속적인�연구를�하고�있습니다.

jinho.hong@mealawfirm.com

T +82 2 6956 6336 (Seoul)
M +82 10 2686 9579 (Seoul)

•  서강대학교�경제학과�졸업 
•  제53회�사법시험�합격 
•  제43기�사법연수원�수료 

•  법률사무소�푸름�설립(2014.03~2018.12)
•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멤버(2015년~현재)
•  서울글로벌센터�자문변호사(2015년~현재)
•  대한상사중재원�조정위원(2015년~현재)
•  미합중국�공군 SOFA사건�송무변호사(2015년~현재)
•  항공기소유주�및�조종사의�모임(Aircraft Owners and Pilots
    Association) 한국지부�자문변호사(2015년~현재)
•  MEA Law Firm 변호사(2019.01~현재)

Education

Experience

홍 진 호 변호사



9

MEA Law Firm

Hyejin Nam

남혜진� 변호사는, 2012년부터� 중소기업과� 신생기업� 및� 청년창업가의 
법률자문을�맡아�사업의�초기에�발생할�수�있는�법적�리스크를�최소화하는 
법률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주주총회, 특허� 관리�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민, 형사�사건을�담당하여�수행함으로써�기업의�생성, 유지�및�관리와 
관련된�다양한�경험을�가지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들의� 형사�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지방검찰청�소속�성범죄�피해자를�위한�국선변호사, 중앙경찰학교에서 
형법�외래�강사로�활동하였습니다. 

ATTORNEY AT LAW

hyejin.nam@mealawfirm.com

M +971 54 326 6087 (Dubai)
M +82 10 3049 0870 (Seoul)

•  단국대학교�사학�및�정치외교학과�졸업
•  제51회�사법시험�합격 
•  제41기�사법연수원�수료

•  사법연수원�중국법학회�총무
•  마음과행동�법률사무소�소속변호사(2012년~2015년)
•  서울지방검찰청�소속�성범죄피해자를�위한�국선변호사(2012년~2014년)
•  중앙경찰학교�외래강사(2015년~2016년)
•  MEA Law Firm 변호사(2017년~현재)

남 혜 진 변호사

Education

Experience

Dukkyu Lee

이덕규�변호사는 MEA Law Firm의�두바이사무소에�상주하면서, MEA Law 
Firm 업무를�수행하고�있는�변호사입니다.

영산대학교� 법률학과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2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2013년) 및�제2회�변호사시험(2013년)을�합격하였
습니다.
 
2013년부터 (주)바텍� 법무특허팀�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글로벌� 회사 
GE에� 자산을� 매각하는 Asset Purchase Agreement 진행� 및� 주요 
계약체결�업무를�수행하였고, 회사의�민사, 형사, 행정�등의�송무�업무�지원 
뿐만�아니라�다방면의�자문�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ATTORNEY AT LAW

dukkyu.lee@mealawfirm.com

M +971 50 771 5697 (Dubai)
M +82 10 9192 6747 (Seoul)

•  영산대학교�법률학과�졸업 
•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교�졸업
•  제2회�변호사시험�합격

•  (주)바텍�법무특허팀�사내변호사(2013.05~2018.12)
•  MEA Law Firm 변호사(2019.05~현재)

이 덕 규 변호사

Educatio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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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실적 (송무�및�자문)

고문계약�및�고정자문

•  K협회, 법률자문(고문계약)(2019~)
•  법무부, 중소기업 지원 법률자문(고문계약)(2017~)
•  A공사, 두바이 지사 및 유관기업 30여개 법률자문(고문계약)(2017~)
•  K진흥원, 아부다비 지사 및 유관 기업 10여개 법률자문(고문계약)(2017~)
•  K공사, 중동지역본부 법률자문 및 중소기업 자문 지원(고문계약)(2017~)
•  K공사, 두바이 지사 및 유관 기업 10여개 법률자문(고문계약)(2018~)
•  UAE 한인회, Korea Business Counsel 법률자문(고정자문)(2017~)
•  P사, 운영 관련 법률자문(고문계약)(2017~2019)
•  A사, 연단위 법률자문(고문계약)(2018~)
•  G건설, 연단위 법률자문(고문계약)(2019~)
•  P사, 법률자문(고문계약)(2017~) 등

송무�및�관련�자문

•  H사, UAE현지 상업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 자문, 소송대리 및 협상
•  P사, 발주자와의 계약 해석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 채권 소송 자문
•  K사, 쿠웨이트 채권 소송 관련 자문
•  L상사, UAE 현지 기업 상대 소송 대리 및 소송관리 자문
•  P사, UAE 현지 기업 상대 채권 소송 대리 및 소송관리 자문
•  K해운, 중재 결정 집행을 위한 UAE내 회사인 Emirate Trading Agency L.L.C. 자산조사 진행
•  R사, 이란 재제로 인해 파생되는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 설정 및 운영 이슈 등 자문
•  S사, 두바이 보건청 상대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자문
•  일본 T사, 이란 상대방과의 국제중재 수행
•  H건축사사무소, 이란 설계용역 분쟁 관련 자문
•  K사,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운영관련 Orient Motors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 
•  S사, 이란 현지 업체 상대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자문
•  G건설, UAE 현장에서의 형사 소송 대리 및 법률 자문
•  J사, UAE 거래선 상대 채권 회수 자문
•  J사, UAE 업체 상대 채권 소송 자문
•  D건설, 선박사고에 따른 보험사고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  A공사, 두바이 지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문제 자문 및 소송지원
•  B사, UAE 원청 상대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해외사건

MEA Law Firm

DEALS & CASES •  UAE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자문 
•  UAE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지원
•  UAE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J에 대한 법률 자문 
•  UAE임대차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등



•  H사, UAE현지 상업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 자문, 소송대리 및 협상
•  P사, 발주자와의 계약 해석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 채권 소송 자문
•  K사, 쿠웨이트 채권 소송 관련 자문
•  L상사, UAE 현지 기업 상대 소송 대리 및 소송관리 자문
•  P사, UAE 현지 기업 상대 채권 소송 대리 및 소송관리 자문
•  K해운, 중재 결정 집행을 위한 UAE내 회사인 Emirate Trading Agency L.L.C. 자산조사 진행
•  R사, 이란 재제로 인해 파생되는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 설정 및 운영 이슈 등 자문
•  S사, 두바이 보건청 상대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자문
•  일본 T사, 이란 상대방과의 국제중재 수행
•  H건축사사무소, 이란 설계용역 분쟁 관련 자문
•  K사,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운영관련 Orient Motors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 
•  S사, 이란 현지 업체 상대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자문
•  G건설, UAE 현장에서의 형사 소송 대리 및 법률 자문
•  J사, UAE 거래선 상대 채권 회수 자문
•  J사, UAE 업체 상대 채권 소송 자문
•  D건설, 선박사고에 따른 보험사고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  A공사, 두바이 지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문제 자문 및 소송지원
•  B사, UAE 원청 상대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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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사, 사우디 B 건설사 상대 건설 관련 클레임 자문 및 B 건설사 상대 소송
•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는 D시행사와 개발 대상 지역 토지 소유주 간 발생한 민, 형사 사건
•  S엔지니어링, 리비아 굽바 프로젝트 관련 H사 상대 소송대리 및 법률 자문
•  E사, A사(바레인)를 대리하여 S건설 파산절차 관련 자문 및 채권 회수 자문
•  G사(UAE), 한국 로펌 L 상대 소송 대리 및 자문
•  I스포츠마케팅사가 올림픽, 월드컵 독점 방송중계권 계약과 관련하여 S사 등 방송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합자회사인 J사에서 발생한 지분 및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지분환급청구,
청구이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등 사건
•  주식 및 옵션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F감독원의 증권사 및 직원에 대한 제재(비공개정보 이용 등)를 다투는 피처분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F감독원(피고) 방어
•  조선시대부터 이어지는 토지의 소유관계가 문제된 J종중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  휴대전화 부속품 제조업체들의 수천억원 대 대출사기 사건
•  다수의 전자금융매체(대포통장 등)의 불법양수도 등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과 해당 금융매체 명의자의 금원인출과 관련된 횡령 사건
•  K공제회와 I마케팅사 간, 입찰절차의 효력이 문제된 계약 체결 및 이행 금지가처분 사건

국내사건

국내�및�해외�자문

•  A사, UAE 현지 업체 상대로 건설 클레임 자문
•  P사, 사우디 법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법인전환 자문
•  국내 J사 두바이 의약품사업 합작투자 자문
•  L공사, 쿠웨이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자문
•  O사, 이란 생산설비 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 Distributorship Agreement 검토
•  D사, UAE 대리점과의 Distributorship Agreement 관련 분쟁 자문 및 협상 지원
•  K공사, 이란 수처리 사업 관련 법령 조사 자문
•  K공사, 사우디아라비아 기술용역사업 합작투자 자문
•  H상사, 사우디 노동법 및 회사법 관련 자문
•  H사, UAE 해양플랜트 EPC 계약 및 잠재적 분쟁 관련 자문
•  L사의 한국기업 상대 소송 자문 및 한국기업 회생절차 관련 자문

해외�자문

•  D증권, 두바이 현지 은행 정기예금 예치관련 자문
•  X Partners, Y Fund 등 한국 투자자의 중동 아프리카 투자 진출 관련 자문 제공
•  L사, UAE 프로젝트 미수금 관련 자문 및 협상지원
•  L사, 두바이 수전력청 발주 사업 관련 거래 구조 및 법률 자문 (2019)
•  S사, S건축, S중공업 두바이 지사 폐쇄 등 법률 자문
•  M사, 법률 자문(이란, UAE, 알제리 등)
•  K-Beauty 법률 자문
•  E사(앙골라)를 대리하여 L사 상대 클레임 제기 및 협상지원
•  B사(싱가폴), UAE 기업 상대 협상 및 소송 대리
•  K사 두바이 지사, 법률 자산담보 및 VAT 관련 법률 자문
•  K공사, 선박 압류 및 런던 중재판정의 현지 집행 관련 자문 제공 
•  K청, M사(중국계 화장품 기업)의 모조품 관련 자문 
•  G건설, UAE 현지 시공법인의 사우디 법인 설립 관련 자문
•  V공사, 노동법 관련 자문 및 고용 관련 표준계약서 준비 등 자문 
•  Y엔지니어링, UAE 법인 매각 관련 주관사로서의 자문
•  W사, 국내투자유치 관련 합작투자계약서, 투자금 유치계약서 검토 및 협상지원
•  N사 등 UAE 제약업체의 한국 진출 관련 법률 자문
•  S사, 중개무역 관련 법률 자문 
•  K사, 구조조정 관련하여 UAE 노동법 및 상법 등 현지법 자문 
•  K사, 시공 및 시설관리 전문 업체 한국 법인 설립 및 사우디 지사 설립 자문

•  UAE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자문 
•  UAE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지원
•  UAE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J에 대한 법률 자문 
•  UAE임대차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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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 UAE 현지 업체 상대로 건설 클레임 자문
•  P사, 사우디 법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법인전환 자문
•  국내 J사 두바이 의약품사업 합작투자 자문
•  L공사, 쿠웨이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자문
•  O사, 이란 생산설비 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 Distributorship Agreement 검토
•  D사, UAE 대리점과의 Distributorship Agreement 관련 분쟁 자문 및 협상 지원
•  K공사, 이란 수처리 사업 관련 법령 조사 자문
•  K공사, 사우디아라비아 기술용역사업 합작투자 자문
•  H상사, 사우디 노동법 및 회사법 관련 자문
•  H사, UAE 해양플랜트 EPC 계약 및 잠재적 분쟁 관련 자문
•  L사의 한국기업 상대 소송 자문 및 한국기업 회생절차 관련 자문

•  D증권, 두바이 현지 은행 정기예금 예치관련 자문
•  X Partners, Y Fund 등 한국 투자자의 중동 아프리카 투자 진출 관련 자문 제공
•  L사, UAE 프로젝트 미수금 관련 자문 및 협상지원
•  L사, 두바이 수전력청 발주 사업 관련 거래 구조 및 법률 자문 (2019)
•  S사, S건축, S중공업 두바이 지사 폐쇄 등 법률 자문
•  M사, 법률 자문(이란, UAE, 알제리 등)
•  K-Beauty 법률 자문
•  E사(앙골라)를 대리하여 L사 상대 클레임 제기 및 협상지원
•  B사(싱가폴), UAE 기업 상대 협상 및 소송 대리
•  K사 두바이 지사, 법률 자산담보 및 VAT 관련 법률 자문
•  K공사, 선박 압류 및 런던 중재판정의 현지 집행 관련 자문 제공 
•  K청, M사(중국계 화장품 기업)의 모조품 관련 자문 
•  G건설, UAE 현지 시공법인의 사우디 법인 설립 관련 자문
•  V공사, 노동법 관련 자문 및 고용 관련 표준계약서 준비 등 자문 
•  Y엔지니어링, UAE 법인 매각 관련 주관사로서의 자문
•  W사, 국내투자유치 관련 합작투자계약서, 투자금 유치계약서 검토 및 협상지원
•  N사 등 UAE 제약업체의 한국 진출 관련 법률 자문
•  S사, 중개무역 관련 법률 자문 
•  K사, 구조조정 관련하여 UAE 노동법 및 상법 등 현지법 자문 
•  K사, 시공 및 시설관리 전문 업체 한국 법인 설립 및 사우디 지사 설립 자문

•  C 야구선수(MLB)의 N사와의 후원계약의 해지 및 사후처리 관련 자문
•  G구청의 조례제정 과정의 적법성, 대체 방안 등에 대한 자문
•  외국 유명 영상물(뮤지컬, 오페라 등)의 국내 상영과 관련한 판권계약 및 관련 계약 자문 
•  크라우드펀딩 관련한 한국법 상 등록절차, 요건 등 자문
•  N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겸직 실태 파악 및 법률리스크 제거를 위한 보완책 자문
•  중견 기업 L사의 임원 퇴직과 관련하여 임원의 퇴직금 등 보호방안 자문
•  한국 M사와 안00 외2인 간 지분양수도 및 에스크로 계약 자문
•  인천 M경기장 482 Park프로젝트 자문
•  R지역 PF 대출계약 관련 자문
•  A사와 M사, B사, G사 간 Music License Agreement검토
•  E사 young Engineers Franchise Agreement 검토 
•  M사의 한국 내 채권추심 관련 자문
•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순자회사로 둔 SPC의 지분 매각 관련 자문
•  베이징 소재 W사의 지분 매각 자문
•  S사의 Music Entertainment Agreement 검토
•  R사 IPO
•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법규 및 규제 등

국내자문



MEA Law Firm has its offices both in the heart of Dubai and Seoul
to provide an all-round legal service to our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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