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내외 기업법률 컨설팅 서비스
저희 D2K 법률 사무소는 다양한 문화배경과 도전정신을 가진 변
호사들이 모여 프랑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각 고객기업들에 필
요한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
기업 법률 전문가들로서 프랑스 국적의 기업뿐 아니라 외국
국적의 고객기업들에게도 결정적으로 중요사안들의 안전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랑스 실정에 맞는 법률 및 세무의 관련된 확실한 해결책을
보장하고 프랑스 전역에 있는 저희의 협력업체 및 거래처
네트워크 또한 귀사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해외 :
수출을 통해서 또는 해외로 진출해서 사업체를 확장하려는
고객들과 현지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함께 합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새로운 문화와 유용한 거래처, 해외에서
성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지법률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동반 서비스 가능 국가 :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캐나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저희D2K와 함께 법으로 귀사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으십시오.

구성원 소개 :
저희 변호사들은 프랑스 국내외 대형 법률사무소 및 기업
컨설팅 경험이 풍부하고 프랑스 시장을 잘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프랑스의 법률시스템을 이용, 고객들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캐나다, 아프리카 국가등 외국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풍부한 저희 변호사들은 모국어외 2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가
가능하며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저희의 약속 :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와 합리적인 비용, 고객을 늘 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들의 만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변호사협회 소속으로 이론에 충실한
기업법률자문과 올바른 직업윤리, 민사책임보험 포함,
전문가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D2K와 함께 이곳, 프랑스에서 진정한 고객 법률
서비스를 겸비하십시오.

프랑스 : 법, 귀사를 위한 성공의 수단
귀사의 경력있는 변호사가 법률을 비지니스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프랑스 법률을 당신의 진
정한 자산으로 만들어 드리는것 입니다.
진출단계

발전단계

귀사가 프랑스에 진출하는 초기단계에서는 귀사의
모든 에너지를 사업구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회사의 법적, 세무 형태 (협회, 재단, 유한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 각각의 장단점을 간단명료하게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고객의 프로젝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협상하고, 비즈니스 계약 작성, 사업체의 안전을
기한다 : 고객 여러분들의 기업가 관점의 질문에
법률적인 해답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프랑스 기업법률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고객 여러분에게 극대화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프랑스에서 고객의 사업이
번창하는데 이바지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긴축 재구성

분쟁 해결

사업체 재구성, M&A, joint- venture, 양도, 단체소송
등 귀사의 결정적인 시기에 저희의 축적된 노하우와
프랑스 전국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 노사(勞使)면,
세무(稅務)면에서 최상의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프랑스 문화적 코드 또한 외국고객들이 기업전략을
세우는데 참고,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법률 전문변호사가 동시에 귀사의
법무팀장이라면 , 법은 귀사의 사업번성의 주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기업의일생의 단계에서
프랑스법률이 비지니스를 하는데 더이상 방애물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공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문변호사는 계약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소송건을
잘 이해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건이 있을 때 법정에서 고객을 대변하는 것을
물론, 저희 D2K 변호사들은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며 분쟁을 피할 수 있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또한 중재, 화해, 조정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실듀크버
한국 뿐만 아니라 독일,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통해 비지니스 관계에서 다른 문화간의 교류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듀크버 변호사는 프랑스 기업 법률 전문가입니다 : 사회법, 상법,
경쟁법(공정거래법), 계약법, 지적(知的)재산권, 국제상법, 유럽법, 기업소송법.
LG전자나 CASINO (譯註 : 프랑스의 거대유통기업 중 하나) 같은 다국적기업에서 법무팀장을
역임, 한국에서 손꼽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같은 국제적인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프랑스와 캐나다 변호사 자격을 소지, 리옹 비지니스 스쿨 수료를 통해 기업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고 외국기업에게 법률자문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D2K 사무실을 설립하였습니다.
사용 언어 : 불어, 영어, 독어, 한국어

이메일 : contact@d2k-avoca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