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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스파트너즈”의 소개
법인 소개

지향 가치

브로스파트너즈는

2008년

3월에

2개의

브로스파트너즈의 지향 가치는 영문명 B-R-O-S-S로

변호사 사무실과 2개의 자문회사가 각자 8

요약될 수 있습니다.

년이상의 독자적인 활동을 포기하고 하나의

Business Mindset and Ethics(비즈니스 마인드와 윤리):

사무실로 병합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하도록 최대한의 지식과

하노이와

호치민시티에

30명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사건에 접근하여 법적 의견 및

변호사와 법률전문가, 컨설턴트등이 있어

해결방안을

고객에게

기업윤리준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관련된

고급

제공

하며,

업무

진행과정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Responsiveness(적정한 답변): 고객에게는 시간이

법률지식과

중요하다는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것을

인지하고

고객과의

소통에서도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즉각적이고 빠른 답변으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베트남 현지와 해외 기업들로부터 많은

있습니다.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Open-mindedness(열린 마음가짐): 고객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과 지식을 교환하여

사명
-

고객지향의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서비스를

적정한

Sense

of

Responsibility(책임감):

고객의

이익을

가격으로 제공

우선으로 전문가적인 책임감과 윤리를 바탕으로 신중히

-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객에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므로 정확한 전문가적인 법률의견에

Solutions(해결안):

더 나은 가치 창출

마음가짐으로 직원 개개인은 전문서비스뿐만 아니라

- 전반적인, 특히 비지니스관련 베트남

고객의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법률시스템의 개선에 기여

있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와

열린

업무영역
투자
우리 법인은 베트남현지 기업 과 외국기업들의 베트남내 여러
지역과 도시의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자문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소송과 중재
우리 법인 소속변호사들은 다양한 국가의 개인이나 기관의 이익을
여러 법원과 중재기관에서 대변해왔습니다.

협회

부동산과 건설
우리

법인은

베트남내에

여러

부동산/건설

프로젝트를

Vietnam Bar Federation (VBF)

회사/상사관련 업무

입찰단계부터 여러 다양한 관련업무를 자문할 수 있었다는 것에

Vietnam Lawyer Association (VLF)

우리 법인의 회사/상사부문의 책임변호사는 베트남의 기업법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Vietnam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VIPA)
The Inter - Pacific Bar Association (IPPA)

비즈니스 관련법률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에게

은행과 금융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

금융은행거래는 즉각적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지적재산권

항상 신중히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문태도로 인해

of Intellectual Property (AIPPI)

우리 법인의 지식재산권 부문은 수십여 베트남 및 해외 대기업의

여러 유명 베트남소재 은행이 선호하는 자문사가 되었습니다.

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PAA)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지재권 등록을 담당하고 있으며 즉각적이며 전문가적인 답변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증권과 자본시장
우리 법인은 베트남 내에 몇 안 되는 해외/역외 금융투자, 형성,

기업인수, 합병

운용에 대한 자문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우리 법인의 기업인수, 합병담당 변호사는 수억불에 달하는
기업인수합병을 자문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자문이 가능한

세금

배경으로는 관련법이외에 깊은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우리법인의 세법담당팀은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있어서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방안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