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김정선 변호사는 Fongs lawyer에서 다양한 민사, 상사 소송 전반 및 국제 소송, 중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한국인 홍콩 변호사입니다.  홍콩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Law  School JD 과정을 졸업하고 홍콩 로펌에서 근무하며 홍콩법 관련 계약서 작성, 자문 업
무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마카오 로펌과 업무 협조로 현재는 한국 관련 분쟁 총괄 및 다양한 국
제관할 분쟁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 취득 전에는 서울에서 국내 정유업계
legal/compliance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정선 변호사는 한국과 홍콩의 경력을 바
탕으로 홍콩 소송/재판, 국제 중재, 계약 분쟁, 계약 관리, 상해/사고, 상속/가사 관련 분쟁 등
그 변론 및 분쟁 조정, 협상을 주요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격

·         Solicitor of High Court of Hong Kong (2014)

학력

서강대학교 법학사 (LLB)

홍콩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Faculty of Law  (Juris Doctor)

홍콩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Postgraduate Certificate in Laws 수료
(PCLL)

경력

·         현대오일뱅크 경영지원본부 (서울)

·         김앤장 Clerkship (서울)

·         Lily Fenn & Partners, Trainee solicitor /Associate (홍콩)

·         Fongs lawyers, Associate (홍콩)

·         현Fongs lawyers, Consultant (홍콩)

소속

Member of the Law Society of Hong Kong

Appointed as Corporate Legal Counsel by Korean Consulate General in Hong Kong

Member of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Hong Kong

 

 

 

 

 

 

 



주요 저서 및 논문

·        홍콩 회사법 상 소액 주주 보호에 대한 연구, 중문대 로스쿨 석사학위논문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from Improper Shares Allotment) (2010년 5월)

활동

·        홍콩 한인 여성회, 생활 법률 강연 (2017년 2월 27일)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기업애로 자문위원 위촉 (2017년3월 24일)

·        홍콩 한인 상공회 working holiday 학생 대상 employment issue 강연 (2017년 9월
6일)

 

언어

·        영어/한국어

 

업무사례

글로벌 건설 자재 업체를 대리하여 홍콩에서 진행된 홍콩국제중재법원 (HKIAC) 사건
에서 물품대금 손해액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음

유럽 령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홍콩 기업을 상대로 유럽 투자자의 대여금을 summary
judgment 신청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았음

누수에 관한 홍콩 아파트 소유자 간 분쟁에서 손해액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음

Tenancy dispute관련하여, tenant를 대리하여 negotiation을 통해 전액 security
deposit을 반환

유산 상속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의 성공적인 중재 계약 체결

홍콩과 중국 식료품 대기업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자산 매각 관련,  대표이사의 신의성
실의무 위반에 의한 홍콩 자회사의 손해액 자문

아시아 기업을 상대로 이중과세 면제-탈세 방지 협정에 관한 관련 국가 금융기관 상호
자동 교환에 따른 향후 변경된 제도에 관한 자문
홍콩 사립기관 교육 copyright 관련 하여, franchise 계약 및 위반 franchisee 에 대하여
손해액 자문
홍콩 Trust 계약 관리 및 자문
홍콩 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보험사와  협상 관리 및 타결.
한국 관련 엔터테인먼트/패션/코스메틱 기업 employment/commercial tenancy 계약
관리/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