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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장점을 바탕으로 상담한다 

EPLegal 의 변호사와 컨설턴트 팀은 학업 배경과 국제 법률 회사, 

법률 환경에서 수년간의 경험 - 계약 및 상업 이익 해결 경력 덕분에 

베트남 법률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EPLegal 은 법률 및 계약 분야에서 10 ~ 30 년의 경험을 가진 

베트남, 영국, 미국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변호사와 컨설턴트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EPLegal  변호사와 고위 파트너는 영국, 

미국, 프랑스, 벨기 그리고 베트남의 유명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내 및 국제 전문 지식의 조합으로 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와 재산 재판권 그리고 분쟁해결기관에 대한 실제나 

잠재적인 충돌의 경우에는 EPLegal 는 프로젝트들에게 완벽한 

법률 서비스의 선택이 된다. 이러한 거래가 베트남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걸 보장하는 것외에 효과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각 관계의 

유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유리한 옵션을 고객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것이다. EPLegal 은 다음에 의해 고객이 최소한의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신뢰가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법적 이해함 

 고객의 정당한 이익 최적화 

 위험 평가 및 완화 

저희의 주요 서비스 : 

 에너지 

 금융 및 은행 

 기업 – 투자 

 건설 – 프로젝트 개발 

 항해 – 항공 

 분쟁 & 소송 

 

석유 및 가스 분야을 전문으로 하는 베트남 최초의 

로펌으로 시작하여 EPLegal 은 베트남 에너지 

산업에서 고객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풍부한 법적 

경험과 기반을 구축하였다. 국제적인 경험과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EPLegal 은 건설, 운송 및 

항공, 기업 및 투자, 은행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쟁 및 소송 등 분야까지 법률 서비스를 

확장하였다. EPLegal 의 법률 서비스는 IFLR1000, 

Legal 500, Chambers & Partners, Asialaw 와 같은 세계 

유명 법률 기관 및 잡지에서 널리 인정 받고 있다. 

 

 

 

 

Established in 2009, EPLegal is a dynamic firm that provides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in support 

of local Vietnamese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incorporations, mergers & acquisitions, 

maritime and aviation and other legal interests.  

EPLegal distinguishes itself by focusing on its corporate clients with a philosophy grounded on 

personal service to its valued clients, and a disciplined approach to advancing clients’ interests in a 

balanced way in order to produce the quickest and most advantageous commercial solutions. Based 

on this philosophy the firm is able to offer effective services while ensuring clients’ control of their 

timing and legal expenses budget. 

EPLegal is the foremost legal practice to support clients’ needs for the energy sector in Vietnam. Our 

energy lawyers have considerable experience in handling various agreements and legal issues 

attendant to many different types of industry transactions. We also have a strong finance & banking 

team who address all the legal needs of bankers and borrowers.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EPLegal 의 컨설팅 

팀은 항상 세심함과 신중함을 보여주고 

사건와 우리의 요구 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수집 한 후 적절한 솔루션이을 

제안을 해준다. 투자 및 건설에 대한 그들의 

전문성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았다.” 

Legal500 잡지에 고객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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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PLegal 은 에너지 프로젝트와 기타 프로젝트관련 문제에 대해 개인 및 국영 기업에게 전면적인 상담 서비스을 

제공한다. EPLegal 은 베트남의 에너지 산업에서 고객의 요구를 지원하는 실제 경험을 선도하는 회사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심층적인 법률 지식, 기술 및 건설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풍부한 거래 경험을 가지고 있는 

EPLegal 팀은 법률 잡지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EPLegal 의 주요 구성원들은 

석유.가스 법률 및 에너지 활동과 관련된 기타 법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의 선도하는 

에너지 활동 및 서비서 회사들에서 얻은 경험와 능력이 있는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EPLegal 은 

에너지 분야에서 제품 분배 , 공동 운영, 합력, 합작 투자 및 합작투자계약, 유전 서비스 및 EPC / EPIC 계약, 분쟁 

관리 같은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에너지 거래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는 법률 상담 서비스로 

고객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EPLegal 의 상담 서비스는 석유.가스 (업스트림, 미드 스트림, 다운 스트림 포함)분야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태양 에너지, 풍력, 바이오 연료 및 지열 에너지 포함), 전통 에너지 (수력, 석탄 및 가스 포함)분야까지 상담을 

한다. 

상담 범위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된다. 

 FPSO / FSO 선, 굴착 작업, 시추 지원 서비스, 유전, 기타 기술 서비스 및 EPC / EPIC 프로젝트 등  포함된 

에너지분야에서 자산을  탐사,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서류  준비 및 협상; 

 에너지 및 자기자본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결정이나 재구매에 대한 서류 준비, 협상 및 감정; 

 에너지 프로젝트 입찰 서류, 기준 및 전략 준비; 

 합작 투자 통합, 사업 협력, 파트너십, 대표 사무소, 유전 서비스 분야의 100 % 외국인 소유 기업과 관련된 

거래를 구축, 서류 준비 및 협상; 

 

대표적인 에너지 프로젝트 

  PTSC 에게 선박 임대해 주는 선주 및 EPC 계약에서 BW Offshore 의 대표 (계약 금액 2 억 3 천만 달라); 

주요 서비스 



 Fred Olsen Production 에게 베트남에서 FSO / FPSO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팅; 

 PTSC 를 대표하여 Block B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Chevron 과 EPC 계약 협상; 

 Long Son Petrochemical Complex 에서 PVN 의 자본 철수 거래에 대해 컨설팅; 

 

 

 

 베트남 TNK (BP)의 해상 파이프 라인 시스템을 제작하기위한 EPC 계약에서 Sapura Acergy (주 계약자) 및 

Consolidated Pipelines Carriers (운송 보조 업체)의 대포; 베트남의 석유 .가스 활동 과 M & A 업스트림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및 PTTEP (태국)에게 제공; 

 Sumitomo (일본)에게 M & A 베트남 업스트림 프로젝트 거래에 대해 컨설팅; 

 LYS Energy Services Pte Ltd 에게 HCMC, VBL 에서 Heineken Experience 빌딩을 위한 52,205kWP Solar PV 

System 턴키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팅;  

 An Xuan 에게 3 개의 폐가스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팅; 

 Vinh Son-Song Hinh Hydropower JSC 에게 Thuong Kon Tum 수력 발전 프로젝트 (Thuong Kon Tum 수력 

발전소) 3 개의 EPC 계약에 대해 컨설팅; 

 PVN 에게 Nghi Son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 Ltd.와 연료 제품소비계약에 대해 컨설팅; 

 CLJOC (Petrovietnam, ConocoPhilips 과 KNOC 의 합작 투자)에게 입찰 전략 및 모델계약 모델 개발에 대해 

컨설팅; 

 PVTrans 에게 용선자 FSO Kamari 에 대해 컨설팅 (계약금 1,300 만 달러); 

 신규 105,000 DWT Aframax 선박 3 척을 관련 Vinashin, Dung Quat 조선소과 PVTrans 의 매매계약 양도에 

대해  컨설팅(계약금  1 억 9 천만 달라); 

 Ezra Holdings-EMAS-PVT-Keppel (싱가포르 차용자)의 합작 투자에게 주주계약, 해외 투자 및 대출 

신디케이션 계약, Chim Sao FPSO 프로젝트 (총 대출 금액 2 억 5 천만 달라)에 대해 컨설팅; 

 PVFC 에게 FSO5 의 대출 계약 구조 조정에 대해 컨설팅; 

 Lam Son JOC (PVEP 와 Petronas 의 합작 투자)에게 입찰 서류 및 모델계약 개발에 대해 컨설팅, 

PetroVietnam 에게 HSBC 와 ISDA 거래에 대해 컨설팅; 

 Aqua One JSC 에게 베트남 물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EPC 계약에 대해 컨설팅; 



 PVFC HCM 에게 Nhon Trach 2 Petroleum Power Joint Stock Company (차용자)와 Citigroup Global Markets 

Deutschland AG & Co. KgaA 와 Citibank International Plc 간의 Hermes 신용공여계약 초안에 대해 컨설팅 

 GEMADEPT 에게 유가헤지보험과 관련 Citibank 과  ISDA 거래에 대해 컨설팅; 

 Bumi Armada Behard 에게 FPSO 재무 프로젝트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컨설팅;  

 Dung Quat Shipbuilding Industry Company Limited 에게 Kuipers Shipbuilding B. V.와 계약에 대해 컨설팅; 

PVcomBank 에게 Long Phu 1 발전소 프로젝트의 EPC 패키지 보증 서류에 대해 컨설팅 

 
 
 

저희에게 연락해주십시오: 

  Nguyen Trung Nam (Tony)           

창립변호사            

 +84 28 3823 2648 

Tonynguyen@eplegal.com 

Ngo Quynh Anh (Annie)            

대표변호사             

 +84 28 3823 2648 

Anniengo@eplegal.com 



 

금융 및 은행 

금융 거래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 및 은행 업무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을 가진 고문을 필요한다. 

EPLegal 은 금융, 은행, 구매, 특히 프로젝트 신용공여에 대한 심층적인 실제 경험을 가진 우수한 회원 변호사를 

보유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EPLegal 은 베트남 법률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금융 분야의 국제 

표준과 일반 관행에 대해 상담할 수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금융팀도 있다. 

회사는 신디케이트 대출계약, 보증 초안, 보증 및 담보 서류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자금 조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EPLegal 은 고객을 위한 작성한 서류가 규정을 준수하여 은행 및/또는 차용인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EPLegal 은 많은 복잡한 신디케이트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베트남의 국가은행의 승인에 따라 

베트남 은행의 첫 번째 신디케이트 대출을 외국 차용자에게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EPLegal 의 법률 및 금융 전문가 팀은 국제 채권 발행, 이자 및 자산 수집, 신용대출 구매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은 금융 거래 구조화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PLegal 은 금융 및 은행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체적이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대출관련 대출서류 준비 및 협상, 대출계약서 및 담보서류 준비 

 복잡한 대출 신디케이션에서 고객 지원; 

 국제채권 발행,이자 및 자산 수집, 신용대출 구매 등 금융 거래 구조와 관련된 전면적인 법률 상담 서비스을 

제공한다. 

 고객에게 베트남의 국가은행, 재무부 및 기타 관할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절차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금융 및 은행 프로젝트 

 합작투자회사인 Ezra Holdings-EMAS-PVT-Keppel (싱가포르 본사)에게 합작투자계약, 해외 투자 및 Chim 

Sao FPSO 프로젝트의 대출 신디케이션 계약 (총 대출금액 2 억 5 천만 달라)에 대해 컨설팅 

 PVFC HCM 에게 Nhon Trach 2 Petroleum Power Joint Stock Company (차용자)와 Citigroup Global Markets 

Deutschland AG & Co. KgaA 와 Citibank International Plc 간의 Hermes 신용공여계약 초안에 대해 컨설팅 

 PVFC 에게 Vung Ang 1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자금조달에 대해 컨설팅  

 ICICI Bank (싱가포르 지점)에게 Venky 's Vietnam Co., Ltd. 의 대출 금액 및 베트남에 있는 동산과 부동산 

담보대출(대출액 1,700 만 달라)에 대해 컨설팅 

 Natixis (싱가포르)에게 Chim Sao FPSO 프로젝트 재융자 에 대해 컨설팅 

 VietinBank 에게 H1031 및 H1032 조선 프로젝트 재무에 대해 컨설팅 

주요 서비스 



 GEMADEPT 에게 유가헤지보험관련 Citibank 과  ISDA 거래에 대해 컨설팅 

 PVTrans 에게 FSO Kamari 의 재정 지원을 위해 Habubank 와 PVTrans 의 9 백만 달라 신용 거래에 대해 

컨설팅 

 Bumi Armada Behard (말레이시아 국적 차용자)에게 TGT FPSO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 신디케이션에 대해 

컨설팅(3 억 달라이상의 가치)  

 

 

 PVFC 에게 FSO5 의 대출계약 구조 조정에 대해 컨설팅 

 Nam Phat 회사의 Da Nang Beach Resort & Villas 금융 프로젝트에게  1,000 만달라  대출 참여 (VinaCapital 

투자 프로젝트) 

 VIHI LLC 에게 Olalani  리조트 프로젝트에서 신용에 대해 컨설팅 

 Vietjet Air 에게 항공기 구매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팅 

 Vietjet Air 에게 항공기 재정 지원 / 재융자 프로젝트 컨설팅 

 Vietjet Air 에게 의무교체계약에 대해 컨설팅 

 Dung Quat Shipbuilding Industry Company Limited 에게 Kuipers Shipbuilding B.V.와 조선계약에서 자본 

투자에 대해 컨설팅 

 PVcomBank 에게 Long Phu 1 발전소 프로젝트의 EPC 패키지 보증서류에 대해 컨설팅 

 PVcomBank 에게 Natixis 와 부채 이체에 대해 컨설팅 

 PVcomBank 에게 은행들의 보증서류에 대해 컨설팅 

 Saigon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Co., Ltd.에게 ABBank 와 4 천만 달러 규모의 선박 2 척 건조 

프로젝트를 위한 신용계약에 대해 컨설팅 

 Saigon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Co., Ltd.에게 ABBank 와 5 백만 달러 상당의 신용계약에 대해 

컨설팅. 

 Saigon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Co., Ltd.에게 HDBank 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신용계약 및 

담보거래에 대해 컨설팅.  



 Saigon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Co., Ltd.에게 TPBank 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신용계약 및 

담보거래에 대해 컨설팅.  

 Nam Con Son 2 프로젝트에 대한 Cathay Limited 와 PVGas 의 자본합친계약에 대해 컨설팅 및 작성 

 재무 관리 회사에게 공기업의 채권거래에 대해 컨설팅 

 ABBank 에게  조선계약의 재정 문제에 대해 컨설팅 

 DBS 에게  조선계약 (2015) 재정 문제에 대해 컨설팅 

 Cathay United Bank 에게 선박 프로젝트의 재무 구조 변경에 대해 컨설팅 

 PVTrans Emas 에게 베트남 국가은행에서 부채 등록에 대해 컨설팅 

 PVIAM 에게 Novaland Group 의 주식에 대해 컨설팅 

 Yinson Berhad Yin 에게 금융 프로젝트 보증증서에 대해 컨설팅 

 Uttara Foods & Feeds Company Limited 에게 보증거래에 대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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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투자 

EPLegal 은 고객에게 기업에 대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PLegal 는 외국인 투자 기업, M & A, 합작 투자 및 

기업 구조 조정 문제 등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고급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서비스는 100 % 외국인 투자 

기업 및 합작 투자 합병; 상주 대표사무소 설립; 주주 및 합작 투자 계약 협상; 토지 임대 계약 작성 및 협상; 

베트남 법률에 따라 기업 지배 구조 및 구조 조정 등 같은 서비스가 있다. 또한 베트남의 많은 기업에 내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EPLegal 변호사는 많은 정부기관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허가 및 인증서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 EPLegal 은 베트남의 기업 및 투자 분야에서 고객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뢰가 있는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EPLegal 의 주요 구성원은 M & A 활동, 부동산, 노동, 기업 및 

투자 등 관련된 법률 규정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베트남에서 최고의 투자 관리 및 서비스 회사들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저희의 실제 거래는 다양하며 많은 국내외 기업과 자산과 관련된다. 

• 기밀유지협약을 준비하고 베트남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실사를 수행한다; 

• 새로운 국내 기업, 상주 대표사무소, 100 % 외국 소유 기업 및 합작 투자와 합병; 

• 회사 서류를 준비 및 검토; 

• 주주 및 합작투자 계약 협상, 조례, 토지 임대계약, 토지 양도협약, 사업 협력계약 등; 

• 분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 주식회사를 대중회사로 전환, 회사를 청산한다; 

• 기업소득세, 계약자세, 개인소득세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포함하여 베트남 조세 규정에 따라 가장 

수익성이 높은 세율을 준수하기위한 거래 구조 컨설팅; 

• MOU, 투자협력 협상, 주식 매매계약 및 거래 종료 서류와 같은 협상 단계를 통해 M & A 및 투자거래 서류를 

작성, 검투 및 협상; 

• 주식 양도협약, 자본 양도협약, 자산 / 프로젝트 양도협약, 대출 / 부채 양도협약, 기타 관련 협약 및 

투자인증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 요청서류를 준비; 

 

대표적인 기업 – 투자 프로젝트: 

 M & A Victoria Hotels 체인의 주식 매매에 대한 상세 감정 및 협상. M & A Vixumilk 주식 매매에 대한 

감정 및 협상 (거래 금액 1,000 만달라) 

 외국 보험사에게 베트남 최대 보험사 (Bao Minh)의 전략적 주식를 구매에 대해 컨설팅 및 상세 검정에 

참여 

주요 서비스 



 하노이 사무용 빌딩 (Press Club)의 외국인 펀드로 모이는 자본 매매계약에 대해 컨설팅, 상세 감정 참여 

및 협상 

 S.R 베트남, 호치민시, 2 군, An Phu, 101 ha, Golf Course – Spa & Country Club – Housing 복합단지에게 

포괄적인 법적 계획을 제공한다 

 

 

 

 

 

 

 Gemadept Group 에게 CMA CGM 과 합작 투자 경우 토지 사용권 가치에 대해 컨설팅 (4,000 만 달러) 

 PTSC 에게 EPC 패키지 실행을 위한 인도 파트너와 합작 투자 계약에 대해 컨설팅 

 GEMADEPT 에게 캄보디아 경제 토지 양보 프로젝트 (elc)에 대해 컨설팅 

 EMAS (싱가포르)에게 베트남 석유.가스 시설 운영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위한 50-50 합작 투자를 협상, 

회사 합병 및 세금 계획 세움 

 Les Vergers Du Mekong 회사 (프랑스 FDI 회사)에게 기업 구조 조정 활동에 대해 컨설팅 

 ICICI Bank (싱가포르 지점)에게 Venky 's Vietnam Co., Ltd. 의 대출 금액 및 베트남에 있는 동산과 부동산 

담보대출(대출액 1,700 만 달라)에 대해 컨설팅 

 Nam Phat 회사의 Da Nang Beach Resort & Villas 금융 프로젝트에게  1,000 만달라  대출 참여 (VinaCapital 

투자 프로젝트) 

 Lakeway Vietnam Company 에게 Phuoc Loi 투자 프로젝트에서 Quang Thanh Company 와 합작투자계약 

참여에 대해 컨설팅 

 베트남 석유 및 가스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McPEC 과 전략적 주주계약에서 Petroleum Equipment 

Assembly & Metal Structure Co.,Ltd 의 대표 

 Groupe Lacroix 에게 Long An 성에서 대형 공장과 100 % 외국인 소유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대해 컨설팅 

및 지원 

 Activia 대표사무소의 계약 해지에 대해 컨설팅 

 Aquaone Hau Giang 의 주식 매매협상에 대해 컨설팅 

 Nghi Son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 에게 구조 조정에 대해 컨설팅 

 EMAS 에게 해체에 대해 컨설팅 및 지원 

 Phuong Hoang 증권 회사에게 M & A 거래를 지원 

 Taurus Boss Ltd., Dekmo Company Limited, Archer Industry Company Limited 에게 Dong Nai 공업 

단지에서 목재 공장과 새로운 회사 설립에 대해 컨설팅 



 AQUAONE 에게 호치민시 폐기물 처리 회사와 M & A 거래를 지원 

 Aikya Pharma Group 에게 구조 및 합병에 대해 컨설팅 

 EPIS 에게 M & A 거래에 대해 컨설팅 

 SOFEL 에게 베트남에서 선박 등록 및 담보에 대해 컨설팅 

 Interchem Pte. Ltd.에게  투자 및 사업자등록과 일반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 컨설팅 

 PTTEP 에게 베트남의 석유관련 향후 형성될 주식 양도에 대해 컨설팅 

 Hyundai Freezer Plant Co., Ltd 에게 (주) 베트남 법인 설립에 대해 컨설팅 

 Streamcast Asia Vietnam Company Limited 에게 투자 및 사업자등록에 대해 컨설팅 및 정기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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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프로젝트 개발 

건설 컨설팅은 저희의 탁월한 서비스들중 하나이다. EPLegal 의 전담 전문가 팀은 건설 산업의 모든 측면에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부가가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고객에게 상담준 적이 있는  

EPLegal 변호사들은 모든 중요한 표준 건설 계약과 독특한 고유 건설 계약에 대한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다. 이 

풍부한 경험을 통해 EPLegal 은 프로젝트의 복잡성이나 선택한 재무 구조와 상관없이 고객의 상업 및 재무 

요구 사항에 맞게 서명 전략을 구성 할 수 있다.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석유 및 가스 구조물, 발전소, 정유소, 인프라, 호텔 및 리조트, 골프장 및 

스파 클럽, 사무실 건물 및 집 프로젝트 등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EPLegal 은 고객이 계약 조항을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정당화 및 공정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비와 협상을 포함하여 느린 진도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 관련 문제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희의 상담 범위:  

• 계약협상, 작성 및 실행 

•  재산 손해보상 청구소송 제기 및 고소당한 경우에 고객을 보호한다 

• 국가 건설공사 계약 및 입찰 제안 

• 공공-민간 파트너십 (PPP) 프로젝트 

• 계약 위반 / 해지 요청 및 보증 

• 보험, 노동, 환경, 노동안전, 건강 법을 준수한 문제 

• 재산 손해보상 청구소송 제기 

• 수출입 용품 

• 허가서, 기술 이전 및 소유권 

대표적인 건설 –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9,200 만 달러 상당의 E & C 계약 분쟁: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VIAC)에서 발전소 설계 및 건설을 위한 E & 

C 계약에 대한  외국 기업과 분쟁에서 베트남 투자자에게 컨설팅 및 대표; 

 An Phu 복합단지: Dong Que Golf-Spa & Club 복합단지- 호치민시 2 군 101ha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계획 제공; 

 Cai Mep - Thi Vai 의 철도역:  Gemalink (Gemadept 와 CMA CGM 의 JVC)에게 철도역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계획 제공; 

 257 Giai Phong, Hanoi 의 주택 및 사무실 복합단지: 단지 개발에 대한 소명 책임을 수행한다; 

주요 서비스 



 Long Hai - Ba Ria - Phu My 가스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대해 법률 컨설팅; 

 BOT 프로젝트: PVECC (베트남 석유 및 가스 그룹-PVN 의 자회사)에게 Phu My 3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컨설팅; 

 Thi Vai 프로젝트: PVECC 에게 Thi Vai 파이프 라인, Thi Vai 철도역 및 부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팅; 

 Binh Phu 의 고급 아파트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 

 

 

 2 억 3 천만달라 상당의 EPC 계약: Petrovietnam Technical Services Corporation (PTSC)에게 선박 임대해 

주는 선주 및 EPC 계약에서 BW Offshore 의 대표; 

 Block B 가스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대한 EPC 계약 협상에서 PTSC 의 대표; 

 베트남 TNK (BP)의 해상 파이프 라인 시스템: 시스템을 제작하기위한 EPC 계약에서 Sapura Acergy (주 

계약자) 및 Consolidated Pipelines Carriers (운송 보조 업체)의 대표; 

 Diamond Drilling Platform: PC Vietnam Company Limited (DMDP-A)와 EPC 계약에서 Petroleum Equipment 

Assembly & Metal Structure Co.,Ltd 의 대표; 

 Ham Rong 프로젝트: PC Vietnam Company Limited 와 EPCIC 계약에서 Petroleum Equipment Assembly & 

Metal Structure Co.,Ltd 의 대표; 

 Thuong Kon Tum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Vinh Son-Song Hinh Hydropower Joint Stock Company (VSH)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팅; 

 Phuoc Loi 프로젝트: Lakeway Vietnam Company Limited 에게 Quang Thanh Company Limited 와 프로젝트 

계약에 대해 컨설팅; 

 Nghi Son 정유공장 프로젝트: 베트남 석유 및 가스 그룹 (PVN)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팅; 

 물공장 건설 프로젝트: Aqua One Water Corporation 에게 프로젝트 시공에서 컨설팅 감독계약 및 EPC 

계약 협상에 대해 컨설팅; 

 Su Tu Trang 유전 개발 프로젝트: Petroleum Equipment Assembly & Metal Structure Co.,Ltd (PVC-MS)의 EPC 

계약 검토 및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 



 Lacroix 공장 건설: Lacroix Holding Group 에게 Long Hau - Hoà Binh 공업단지에서 공장 건설에 대해 

컨설팅 및 지원; 

 Thai Binh 개발 프로젝트:  PC Vietnam Limited 와 EPCC 계약에서 PVC-MS 의 대표; 

 Tungtex 공장 건설: Tungtex Holdings 에게 입찰 서류, EPC 계약 양식을 작성하고 Thuan Dao 공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계약자와 협상에 대해 컨설팅 및 지원; 

 인도의 해외 EPC 입찰: PTSC 에게  인도에서 입찰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에 대해 컨설팅; 

 VinaCapital 의 투자 프로젝트: Nam Phat Company Limited 의 1,000 만 달라 상당의 Danang Beach Resort & 

Villas  신용공여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팅; 

 Long Phu 1 발전소  프로젝트:  PVcomBank 에게 프로젝트의 EPC 패키지의 보증서류에 대해 컨설팅; 

 LYS Energy Group 에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의향서 (Letter of Intent), EPC 계약 구조 및 베트남의 

기타 법률 문제에 대해 컨설팅; 

 VTPlus Company 에게 foam 소방거품 기술 이전계약에 대해 컨설팅; 

 

저희에게 연락해주십시오:  

Nguyen Trung Nam (Tony)           

창립변호사              

 +84 28 3823 2648 

Tonynguyen@eplegal.com 

Ngo Quynh Anh (Annie)            

대표변호사              

 +84 28 3823 2648 

Anniengo@eplegal.com 



 

 항해 - 항공  

EPLegal 은 베트남 및 국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항해 및 항공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로펌이다. 

해외 개발 및 관련 선박 용선에 대한 탁월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회사는 후원자, 합작 투자 및 / 또는 금융 

전문가 등 다양한 역할으로 베트남에서 FPSO / FSO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에 참여하였다. 또는 논란이 되는 

사건을 처리하고 최근 수많은 해양소송에서 고객을 대표하였다. EPLegal 의 주요 구성원은 해양법 및 해양 

작업과 관련된 기타 법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PLegal 은 제독, 물품 회수 및 보호, 재정 

및 선박 거래과 체포를 포함한 해양법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신뢰가 있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EPLegal 의 변호사는 항공기 임대 / 권리 및 의무교체/ 양도거래에서 항공기 임대계약, 양도/ 권리 및 의무교체 

협약 준비 및 작성 등 법률 문제를 고객에게 지원하는 데 상당한 기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희는 금융 거래 및 재융자와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극복조치 시행에 대해 소유자, 임대인, 대출기관 및 

보증인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베트남 항공 시장에서 저희는 모든 유형의 국제운송 임대거래에서 

고객을 대표한 경험이 있다. 

항공기 거래가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명확한 관점을 고객에게 제공한 저희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저희의 상담범위: 

• 베트남 관할권의 선박 등록 및 깃발; 

• 입찰 서류, 자금조달관련 기준 및 배송 전략 준비; 

• 조례, 선박 운영 및 관리 계약, 대리 및 선원 협약에 참가하는 당사자와 관련된 거래를 구조화, 서류 준비 및 

협상; 

• 선박 체포를 위한 서류 준비; 

• 임대 / 권리 및 의무 교체 / 항공기 양도거래에서 서류 검토 및 고객의 위임에 따라 당사자와 거래서류 협상; 

• 항공기 판매 및 임대협약, 재정 및 재융자 협약에 대한 법적 의견 초안 작성;  

 

대표적인 항해 – 항공 프로젝트: 

 VietjetAir 에게 신규계약체결 거래 (Novation)에 대해 컨설팅 (임대인/ 신규 임대인: AWAS Ireland Limited; 

Sky High Leasing Company Limited; DAE Capital; Novus Aviation Capital; Willis Lease Ireland Limited; West 

Engines Ireland Limited; GECAS; Ping A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Company); 

 VietjetAir 에게 VietjetAir Ireland Limited; Thai Vietjet Air JSC 와 항공기 임대 거래에 대해 컨설팅 

 VietjetAir 에게 항공기 임대거래에 대해 컨설팅 (임대인: Yen Aviation Leasing Limited; Star Rising Aviation 

Limited; Ortus Aircraft Lease Limited) 

주요 서비스 



 VietjetAir 에게 자금재조달 거래에 대해 컨설팅 (임대인: CCB Financial Leasing; Jin Shan Ireland Company 

Limited; Luoc Aviation Leasing Limited) 

 VietjetAir 에게 BNP Paribas; Natixis; Apricot Aircraft Company 와 자금조달 거래에 대해 컨설팅 

 PVTrans 에게 용선자 FSO Kamari 에 대해 컨설팅 ( 계약금 1,300 만달라) 

 신규 105,000 DWT Aframax 선박 3 척을 관련 Vinashin, Dung Quat 조선소 과 PVTrans 의 매매계약양도에 

대해  컨설팅(계약금  1 억 9 천만 달라); 

 

 PVTrans 에게 FSO Kamari Dai Hung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Habubank 와 PVTrans 의 9 백만 

달라 대출금액에 대해 신용 컨설팅 

 PVTrans 에게 FSO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 해석에 대해 컨설팅 

 PTSC Marine 에게 운영 및 유지 보수 서비스와 관련된 부채 회수 및 해양 계약에 대해 컨설팅 

 Bumi Armada Behard (말레이시아 차용인) 에게 TGT FPSO 프로젝트 대출 신디케이션에 대해 컨설팅 

 Fred Olsen Production 에게 베트남의 일부 FSO / FPSO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팅 

 PTSC 에게 선박 임대해 주는 선주 및 EPC 계약에서 BW Offshore 의 대표 (계약금 2 억 3 천만 달라) 

 PVFC 에게  FSO5 에 대한 대출 계약의 구조 조정에 대해 컨설팅 

 Dung Quat Shipbuilding Industry Company Limited 에게 Kuipers Shipbuilding B.V.와 계약에 대해 컨설팅 

  ABBank 에게 총액이 4 천만 달러 이상인 선박 2 척 건조 프로젝트 재정 지원에 대해 컨설팅 

 DBS Bank 에게 총액이 4 천만 달러 이상인 선박 2 척 건조 프로젝트 재정 지원에 대해 컨설팅 

 VietinBank 에게 화학 탱크 2 기 건설 프로젝트 재정 지원에 대해 컨설팅 

 Cathay United Bank, Vietinbank, IndoVina Bank, Vinalines 에게 선박담보에 대해 컨설팅 

 Saigon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Co., Ltd.에게 대출금 2,975 만 달러 및 상호 보증 1,200 만 

달러에 대해 컨설팅 

 Hung Lam JSC 에게 호치민시 법원에서 Hanjin Korea Transportation JSC 와 해상분쟁관련 소송에 대해 

컨설팅 및 대표 

 Tiền Phong Bank (TPBANK)에게 베트남 선도적인 조선회사의 대출을 위한 2 척의 선박 담보에 대해 

컨선팅 



 HDBANK 에게 채권청구권 담보 및 2 척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포함하여 고객과 담보계약에 

대해 컨설팅 

 Saigon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Co., Ltd.에게 싱가포르 회사에게 400 만 달러의 선박을 

구매한 것과 이름 및 항구 등록, 선박 검열, 선박 라디오방송 인증서 (무선 통신) 제출, MMSI / Immarsat, 

무기한 등록, 선박 담보에 대해 컨설팅 

 Lam Son JOC 에게 PTSC 와 FPSO 선박의 정한임대계약에 대해 법률 설명 및 컨설팅 

 Ossoy (Holman Fenwick Willan LLP - 고객의 외국 법률 컨설팅)에게 Ba Ria-Vung Tau 성에서 1,000 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박 체포에 대해 컨설팅 

 PAMEC 에게 선박 양도거래 및 선박 수입규정에 대해 컨설팅 

 Strategic Marine 에게 싱가포르 채권자에게 부채 보증을 확보하기 위한 선박담보 거래에 대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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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분쟁해결 

EPLegal 은 수억 달러 상당의 국내외 소송 및 분쟁해결에서 고객을 지원한 다년간의 경험이 있다. 저희는  

처음부터 분쟁의 상업적 및 법적 영향 요인을 파악하도록 고객을 지원한다. 특히 저희의 분쟁해결 및 소송 

변호사는 고객의 모호성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객을 위한 협상, 중재 또는 소송의 최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다중 관할권 분쟁에 대한 특정 전문 지식을 갖춘 저희의 변호사는 크고 복잡한 분쟁이 있는 소송 및 중재에 

많이 참여하였다. 모든 유형의 분쟁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자를 통해 협의, 협상 및 중재를 통해 초기 분쟁해결에 참여하며 이러한 방법이 

결과 없는 경우에 소송 및 고소을 진행할 것이다. 저희는 고객의 평판과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면서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한다. 

저희는 다양한 법적 근거, 관할권, 중재기관 및 많은 법적 문서와 일할 수 있다; ICC, VIAC, PIAC, SIAC 의 규칙; 

영어, 프랑스어, 베트남어에 능통한다. 

저희의 상담범위: 

• 협상 : EPLegal 협상가는 당사자들에게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안내하도록 훈련 받은 소수의 

베트남인중 하나이다. 그리고 상업적 중재문제에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빠르고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항상 찾는다. 

• 중재 : 저희 변호사들은 상업중재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이다. 그들 중 일부는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VIAC)의 

최연소 중재자이며 대부분은 건설 분야의 분쟁해결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 및 / 또는 실무자들이다. 저희는 

VIAC, SIAC, HKIAC 와 같은 다양한 분쟁해결기관 및 중재조직의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상담을 하며 소송의 

모든 규칙, 절차 및 기타 실제 문제에 익숙한다. 

• 소송 및 집행 : 베트남 법원 시스템 및 법원 절차가 복잡하고 소수의 판사만 상업 분쟁해결 경험이 있지만 

저희의 경험 많은 변호사 팀은 고객이 편리하게 좋은 결과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저희의 서비스 

범위는 잠재적 소송에 대한 법률 및 실제문제에 대한 컨설팅; 소송을 위한 서류 준비; 법정에서 고객을 대표; 

고객에게 중재판정 및 / 또는 법원 판결을 집행하도록 지원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분쟁해결 및 소송 프로젝트 

 Lam Son JOC 에게 FPSO 정한임대계약 종료에 관한 PTSC 와 분쟁해결 협의에 대해 컨설팅 (2 억 2 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 

 Unicorn (Philippines)에게 베트남에서 ICC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 컨설팅; 

 Vinh Son-Song Hinh Hydropower Joint Stock Company 에게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VIAC")에서 발전소 

기술 및 건설에 관한 E & C 계약관련 외국 기업과 분쟁해결에 대해 컨설팅 및 대표. 이것은 건설 분쟁에 

대한 현재까지 가장 큰 VIAC 중재 소송사건이다. 

 PVShipyard 에게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 ("SIAC")에서 국제 물품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대해 

컨설팅 및 대표 

주요 서비스 



 베트남 피고 2 명에게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AC")에서 주주 계약의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컨설팅 

 VTRAC Holdings Limited 에게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 ("SIAC")에서 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지원 

 Ossoy (Holman Fenwick Willan LLP – 고객의 외국 법률 컨설팅)에게 Ba Ria-Vung Tau 성에서 선박체포에 

대해 컨설팅, 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 

 

 

 

 Elcee Instrumentation & Services Sdn Bhd (Malaysia)에게 Ba Ria-Vung Tau 성 인민 법원에서 물품 매매 

계약 및 국제 서비스 계약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해 컨설팅 및 대표 

 호치민시 인민법원에서 Hung Lam 과 Hanjin Shipping Korean 의 소송 사건에서 원고를 대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 "VIAC")에서 Hung Lam 과 Midland 의  소송 사건에서 원고를 대표 

 PVC 에게  Thai Binh 2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EPC 계약 분쟁에 대해 컨설팅 

 2 군 인민법원에서 SHII 와 Tama River 의  소송 사건에서 원고를 대표 

 Vilico 에게  Marubeni Grain & Oilseed Trading 과 매매계약 분쟁에 대해 컨설팅 및 영국 법원 명령에 대한 

해결책 제안 

 Dragon Sourcing Group Ltd 에게  Incomfish / SAGA Corp 을 고소한 것을 지원 

 ED & F Man Asia Pte Ltd 에게 베트남에서 채권자와 관련된 중재, 소송 및 파산 문제에 대해 컨설팅 

 쿠알라 룸푸르 국제중재센터에서 PEB Steel 과 Thao Li Ltd 의 피고를 대표 

 Archetype 와 JSM Indochina Property Pte Ltd 의 원고를 대표 

 Prevoir Insurance Vietnam 에게 파리의 중재 소송에서 지원 

 Transocean TRO 에게 Key Hawaii 에 대한 PVEP 과 분쟁에 대해 컨설팅 

 Golden Star 에게 M&A 거래와 관련된 Capita Land 와 분쟁에 대해 컨설팅 

 Gia Phát 에게 Jordan 판매자와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대한 분쟁에 대해 컨설팅 

 Frill Neck (호주)에게 Hoai Giang Trading Company Limited 와 상업분쟁에 대해 지원 

 PTSC 에게 Ba Ria-Vung Tau 성에서 자회사 해산에 대해 컨설팅 

 Lim Kim Hai 에게 베트남 전력케이블 매매계약 분쟁에 대해 컨설팅 

 Unigrade (Singapore)에게  Ba Ria-Vung Tau 성 인민법원에서 SOFEL 과 분쟁에 대해 컨설팅 및 대표 

 Unigrade (Singapore)에게  Ba Ria-Vung Tau 성 인민법원에서 SOFEL 파산 절차에 대해 컨설팅 및 대표 

 RSVP 에게 사진 서비스계약에 대한 상업분쟁에 대해 컨설팅 



 Borrelli Walsh Pte Limited 에게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관련 파산 문제들에 대해 컨설팅 

 한 베트남 기업에게 1 군 국세청와 분쟁해결에 대해 컨설팅 

 Scarlet Việt Nam 에게 Scarlet Vietnam 과 베트남 직원의 계약 종료에 대한 노동 분쟁해결에 대해 컨설팅 

및 대표 

 ROBERTET 대표사무소에게 노동계약 종료에 대해 컨설팅 

 Pharmaniaga Manufacturing Berhad 에게 노동계약 종료에 대해 컨설팅 

 비행사들에게 Vietnam Airlines 와 노동계약 종료에 대해 컨설팅 

 외국인 고객에게 이혼 협상 및 소송에 대해 컨설팅 및 대표 

 

저희에게 연락해주십시오:  

Nguyen Trung Nam (Tony)           

창립변호사              

 +84 28 3823 2648 

Tonynguyen@eplegal.com 

Ngo Quynh Anh (Annie)            

대표변호사              

 +84 28 3823 2648 

Anniengo@eplegal.com 



Nguyen Trung Nam 응위엔 쭝 남 (Tony)            

창립변호사 

이메일: tonynguyen@eplegal.com    

Nguyen Trung Nam 변호사는 베트남에서 몇 안되는 에너지 및 프로젝트 변호사 중 한 명으로 Chambers, Legal500, IFLR1000, 

Asialaw Profiles 및 기타 국제 간행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시아 – 태평양의 대표적인 변호사이다. 

그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19 년을 일해 왔다. 2010 년에 EPLegal 을 창립하기 전에는 PTSC, Cuu Long JOC, PVTrans 와 같은 

베트남에서 선도하는 석유 및 가스 탐사 회사와 계약 업체에서 행정 및 법률 직책을 맡았다. 그는 시추 작업; 석유 및 가스 

생산 활동; 석유와 가스의 분할; 물품 매매계약 및 기술 서비스 계약; 선박 용선 / FPSO / FSO; 생산 서비스; 육상 및 해상 

석유.가스 공사 건설 및 설치 계약, 석유 소비 협상 및 석유 매매계약 등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통해 계약과 거래 경험이 

많다. 또한 그는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정유 공장 및 태양광 발전소 설치 프로젝트를 포함한 육상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 

계약의 거래 및 분쟁해결에 관한 베트남 컨설팅의 선도적인 고문이기도 한다. 

그는 베트남,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소송 및 대체분쟁해결 (ADR)에 대한 분쟁해결 상담 변호사이며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VIAC) 및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서 국제분쟁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객을 대표한다. 그는 영국 중재연구소 

(CIArb)의 중재자이자 선임회원 (펠로우)으로 인증를 받은  최초의 베트남 사람이다. 2017 년, VIAC 에 의해 과학 

자문위원회의 회원으로 임명되었으며 VIAC 의 교육 활동, 연구 활동 및 행동 강령 초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19 년, 

VIAC 의 중재자가 되었고 베트남에 있는 영국 중재연구소의 임시이사회 의장이 되었다. 2020 년에는 베트남 중재센터 

(VMC)의 부국장으로 임명되었다. 

학력 & 참여 조직 

 외교 아카데미, 국제법학 학사; 

 영국 서부 대학교 (영국), 법학 석사 (국제 상법 전공); 

 Solvay Brussels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벨기에), 경영학 석사 (재무 전공);  

 영국 법학 학사 (BPP University, 영국) 

 영국 및 Wales (De Monfort University)의 변호사 교육 과정 수료증 (LPC)  

 영국 중재연구소 (Ciarb) 회원 및 중재자 

 상업 전문가 및 상업 계약 인증서 (IACCM) 

 석유 기초 기술 (PetroVietnam 인적자원교육 전문대학교) 

 계약 관리 및 경영전략 (MDT International-영국) 

 Maximo 6.2 구매 교육 인증 (Baker Energy) 

 협상 기술(아시아 기술 연구소) 

 품질 관리 및 HSE 교육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 

 벨기에 Brussels 변호사 협회 (B-List 팀) 

 중재자, 베트남 중재센터 (VMC) 부국장 

 베트남에 있는 영국 중재연구소 임시이사회 의장 

 영국 중재연구소 (FCIArb) 회원 

 영국 중재연구소 중재자 

주요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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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자,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VIAC) 과학 자문위원회 위원 

 중재자, 국제 위기 관리 및 분쟁해결 아카데미 (IDRRMI)  

 이사회 회원, 조정 및 중재 전문가, Vantage 10 

 온라인 국제 분쟁해결법원 (ICDRO) 부회장 

 국제 석유 협상가협회 (AIPN) 

 국제 변호사 협회 (IBA) – 에너지분야 및 국제 분쟁 해결 

 베트남의 국제 물품 매매계약 - CISGVN 에 관한 비엔나 협약 창립자 

 아시아 - 태평양 법률 협회 

 홍콩 베트남 무역 협회 

 

 

 

 미국 - 베트남 무역 사무소(AMCHAM Vietnam), 법률부  

 국제 계약 및 무역 관리 협회 (IACCM) 

 국제 무역 변호사 클럽(VBLC) 

 

Ngo Quynh Anh 응오 뀐 아인 (Annie)  

대표변호사  

이메일: anniengo@eplegal.com  

Annie 는 18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베트남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상업, 계약 및 법률 전문가이다. Annie 는 Unocal 

Houston 미국 석유 및 가스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Annie 의 경력 하이라이트는 PVN, PVEP, ConocoPhillips (현재 Perenco), KNOC, SK, Geopetrol 당사자를 포함한 베트남 

대륙붕의 Lot 15-1 석유.가스 계약의 공동운영합작 및 Cuu Long Petroleum Operations (Cuu Long JOC)의 구매이사의 

자격으로 법률, 상업, 계약, 구매문제에 대해 컨설팅 및 공급망 관리 시스템 설립을 한 것이다 . Cuu Long JOC 의 구매  

활동은 프로젝트 개발, 지하 채굴, 유정 운영, 원유 생산 및 수출과 같은 모든 업스트림 활동 분야를 포함한다. 

Annie 는 PVOIL Group 의 베트남에서 원유 판매 및 운영 황동를 관리하였다. 석유.가스 그룹이 51 % 및 석유 Gazprom 

International EP 그룹이 49 % 자본금를 소유한 베트남 가스개발회사인 East Sea Petroleum Operations Company (BDPOC)와 

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그녀는 가스 구매자와 가스의 운송 및 유통, 판매 및 구매뿐만 아니라 condensate 관련 상업 

활동에 경험이 있다. 또한 Annie 는 이 프로젝트에서 제품 분할계약의 상업 및 계약 측면에 대해 컨설팅하였으며 

International Petroleum Group 과 Gazprom International EP Group 의 공동활동을 위한 모든 무역 협정 개발하였다. 

또한 Annie 는 PetroVietnam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rporation (PVEP)에서 상업대표이사로 회사내 모든 상업 활동을 

담당하였다. 또한 CGG Veritas - 베트남 석유 및 가스 시장에 업스트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Annie 는 한 회사, 자회사들 및 그 회사의 프로젝트의 법률 문제를 검토 및 발견 능력과 회사 

소유자 및 투자자에게 문제해결에 대한 컨설팅 능력이 있다. 

학력 & 참여 조직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 

주요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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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석유.가스 분야에서 구매 네트워크 창립자; 

 Hawaii 대학교, 경영학 석사; 

 미국, Oklahoma 대학교, 재무 및 회계학 학사; 

 호치민시 법률대학교, 법학 학사; 

 석유.가스 분야에 대한 고급교육 (계약 위험관리); 

 석유.가스 분야에서 구매 및 공급망; 

 석유.가스 분야에서 리더 및 교육 관리자; 

 VIAC, IFC 및 CEDR 함꼐 개최한 중재자 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 과정 : 국제 중재 소개 (CIArb); 

 SIAC Academy 2019 : 변호사 및 중재자의 요소 (SIAC); 

 효과적인 분쟁해결센터 (CEDR)의 국제 중재자 인증; 

 VICMC  정식 회원.  



Mrs. Hoang Thi Nhung  황 티 늉(Natalia) 

고급고문 

이메일: nhunghoang@eplegal.com  

Natalia 는 18 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베트남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상업 및 계약 전문가이다. 

EPLegal 과 고급고문으로 파트너 관계를 맺은 Natalia 는 많은 저명한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서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EPLegal 에서 석유.가스 및 기업 분야의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그 동안 Natalia 는 베트남 석유공사 ("PVN") 

및 자회사들, KNOC (한국)과 같은 국내외 고객을 위한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학력 & 참여 조직  

• 미국, Houston 에서 Schlumberger Next Academy 가 개최한 협상기술 교육 과정 수료 

• Malaysia 에서 “non-technical”대상을 위한 석유 및 가스 개발기술에 대한 교육 과정 수료  

• KNOC 한국 본사에서 해외 직원 교육 프로그램 

• IQPC 싱가포르가 개최하는 석유 및 가스 계약관리 교육 과정 

• Mr. Tony Nguyen - EPLegal 의 창립변호사, 중재자, VIAC 의 과학 자문위원회 위원가 직접 강의하신 영미법체계, 계약법, 

1980 년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 협약 (CISG)에 대한 내부 교육 과정 

• VCCI 가 개최하는  Incoterms 및 국제상업계약에 대한 교육 과정 

• Nam Con Son 가스관 합작회사(NCSP)의 가스 할당 원칙 및 기술 교육 과정과 KNOC 의 내부 교육 과정  

• 미국 사우스 컬럼비아 대학교 (CSU) 경영학 석사, 베트남에서 배움 

• 통상 대학교, 대외경제 전공, 우동졸업 

• 하노이 국립 대학교, 영어 전공. "상업 거래 문화 간섭 인식"라는 과정 종료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점수 획득 

 

Mrs. Dao Thi Yen Ly  따오 티 이엔 리 

컨설턴트 

이메일: daothiyenly@gmail.com  

Ly 는 베트남의 외국 은행 지점에서 금융, 기업 및 투자 분야와 관련된 규정 준수 및 법률에서 다년간의 경험이 있다. 

Ly 는 현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으며 투자, 에너지, 인수 및 합병 분야에 중점을 둔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특히 

Ly 는 베트남 시장에 관심이있는 모든 투자자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특별 투자 촉진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 

학력 & 참여 조직  

 베트남, 호치민시 법률대학교, 법학 학사 

 호치민시 국립 대학, 경제 – 법률 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Mr. Le Nguyen Thanh Hung  레 응위엔 타인 훙 (Brian) 

컨설턴트 

이메일: danang@eplegal.com  

Brian 은 노동, 기업, 계약, 세금 및 허가 분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베트남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게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요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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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은 컨설턴트로 EPLegal 에 합류하였다. 그 이후로 Brian 은 에너지, 투자 및 M & A 분야의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또한 Brian 은 베트남 시장, 특히 중부지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투자자에게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을 약속하는 

특별 투자 지원 프로젝트 구축에도 참여하였다. 

학력 & 참여 조직  

 베트남, 호치민시 법률대학교, 상법학 학사 

 

Pham Thai Đan Manh  팜 타이 딴 마인 (Dan) 

컨설턴트 

 

 

 

이메일: manhpham@eplegal.com 

Dan 은 EP Legal 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재생에너지, 중재, 기업 및 투자 분야에 대해 컨설팅 집중. 

EP Legal 의 전문 컨설턴트 팀과 함께 Dan 은 국내외 고객의  큰 가치가 있는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Dan 은 베트남어와 영어에 능통한다. 

학력 & 참여 조직 

 체코, Charles 대학교, 법학 학사 – 법학 석사 

 

Nguyen Thu Huong  응위엔 투 흐엉 

컨설턴트 

이메일: huongnguyen@eplegal.com  

Huong 은 EPLegal 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해 왔다. 선임 고급컨설턴트와 대표변호사의 감독과 안내에 따라 Huong 은 국내외 

고객에게 기업, 투자, 분쟁해결 및 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팅 및 지원에 참여하였다.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과 심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Huong 은 SIAC, ICC 에서 피해 평가, 자문서신 초안 작성, 논쟁 및 기타 중재소송관련 작업 역할로 3 천만 달러 상당의 

서건을 포함하여 여러중재소송 사건에 참여하였다.  Huong 의 최근 경험는 프로젝트 개발 및 건설 관련 협약 (예 : EPC 

건설 계약), 석유 및 가스 관련 협약 (예 : PSC, JOA, FSO / FPSO, MSPA, GSPA),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분야)를 포함된다. 

Huong 은 베트남어와 영어에 능통한다. 

학력 & 참여 조직  

• 베트남, 하노이, 통상대학교, 법학과, 법학 학사 

• 베트남, 하노이, 사법 아카데미 변호사 교육 과정 수료 

• 영국 중재연구소 (CIArb) 회원 

 

Ho Thi Hieu 호 티 히에우 

법률비서 

이메일: hieuho@eplegal.com  

주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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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u 는 EPLegal 에서 법률비서로 일하고 있다. EPLegal 의 변호사 및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라 Hieu 는 기업, 투자, 분쟁해결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많은 국내외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학력 & 참여 조직  

• 호치민시, 사법 아카데미 변호사 교육 과정 수료 

• 호치민시 국립 대학, 경제 - 법률 대학교, 법학과, 법학 학사 

• 호치민시, 금융 – 세관 전문대학교, 금융 및 은행학과 졸업 

 

Nguyen Van Nhan 응위엔 반 난 

법률비서 

이메일: nhannguyen@eplegal.com  

Nhan 은 EPLegal 의 활발한 멤버이고 건설 투자, 에너지, 부동산, M & A 에 대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많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팅 및 지원하였다. 또한 Nhan 은 베트남 및 국제 상업중재 분쟁해결을 연구 및 참여한 경험이 있다. 

분쟁 해결 분야에서 Nhan 은 VIAC 및 SIAC 에서 3 천만 달러 상당의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중재 사건에 참여하였다. 또한 

Nhan 은 협상, 상업중재와 같은 법원 외부의 분쟁해결 형식과 국내 및 국제 상업중재에 대한 많은 연구 논문을 

작성하였다. 

건설 분야에서 Nhan 은 사업협력계약, 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시행 프로세스에 대해 에너지 기업에게 직접 

컨설팅 한 경험이 있다. EPC 계약에 관해서는 Nhan 은 EPC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주제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였다. 그중에서 이 계약으로 인해 베트남 및 기타 국가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포함한다. 

 

또한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Nhan 은 PVN, PVEP 및 기타 PVN 회원 단위에게 제품소비계약, FSO 를 위한 플로팅 스토리지 

설치 서비스 계약 및 원유 매매계약에서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대해 직접 컨설팅 경험이 있다. 

학력 & 참여 조직  

• 통상대학교, 법학 학사 

• 영국 중재연구소 (CIarb) 회원 

• YSIAC 국제상사중재 교육과정 수료 

 

Ton Nu Thanh Binh 똔 느 타인 빈 

법률비서 

이메일: binhton@eplegal.com  

Binh 은 EPLegal 에서 근무하며 에너지, 외국 투자, 인수 및 합병, 국제중재를 포함하여 크고 복잡한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국제중재 분야에서 Binh 은 최대 3 천만 달러 상당의 사건를 포함하여 SIAC, ICC 의 중재 소송사건에 대한 서류, 논거, 

조언서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다. 또한 Binh 은 국제법, 상업중재 및 정부와 외국 투자자의 분쟁해결에 대해 학술 연구한다. 

Binh 은  PVN 및 회원 단위의 "상업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상담 세션에서 변호사로 가정재판에 참여하였다. 

Binh 은 에너지 분야에서 불가항력 조항, 원유 매매계약의 금수조치, 제품소비계약에 대해 PVN, PVEP 및 기타 PVN 회원 

단위에게 자문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 또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시행과정 및 LNG 시장에 대해 상담을 하였다. 

NHÂN SỰ NÒNG CỐT  

mailto:nhannguyen@eplegal.com
mailto:binhton@eplegal.com


학력 & 참여 조직  

•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 국제법학 학사 (우등졸업) 

• 영국 중재 연구소 (CIArb) 회원 

출판 연구 

• Trinh Hai Yen 과 Ton Nu Thanh Binh, ‘Current International Legal Issues: Vietnam’,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ume 23 (2017). 

• Nguyen Hong Thao 과 Ton Nu Thanh Binh, ‘Maritime Militias in the South China Sea’ (2019) Maritime Awareness Project. 

• Nguyen Hong Thao 과 Ton Nu Thanh Binh, ‘Joint Development From The China’s View And “Cooperation For Mutual 

Agreement At Sea” From The Vietnam’s Stance In The South China Sea’ (2018) Asian Journal of Legal Studies, Volume VII. 

• Nguyen Hong Thao 과 Ton Nu Thanh Binh, ‘Perspectives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n 2018’ (2018) Maritime 

Awareness Project 

 

Trinh Huyen Trang 찐 후엔 짱 

법률비서 

이메일: trangtrinh@eplegal.com  

Trang 은 EPLegal 에서 근무하며 법률비서로 일하고 있다. Trang 은 에너지, 기업 및 분쟁해결 분야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변호사와 컨설턴트를 지원하였다. 

학력 & 참여 조직  

• 호치민시 국립 대학, 경제 - 법률 대학교, 경제법학과, 경제법학 학사 

 

Ta Phuong  Thao 따 프엉 타오 

법률비서 

이메일: thaota@eplegal.com  

Thao 는 EPLegal 에서 법률비서로 근무해 왔다. Thao 는 국내외 고객을 위한 분쟁해결, 외국 투자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크고 복잡한 많은 프로젝트에서 변호사와 컨설턴트를 지원하였다. 

학력 & 참여 조직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 국제법학 학사 

 

 

 

Nguyen Van Son  응위엔 반 썬 (John) 

법률비서 

이메일: sonnguyen@eplegal.com  

Son Nguyen 은 호치민시 EPLegal 에서 근무하는 법률비서이다. Son 은 EPLegal 팀에 합류하였으며 에너지, 분쟁해결, 소송, 

인수 및 합병 분야에서 많은 국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Son 은 민법, 계약법, 민사 소송법, 노동법, 기업법, 상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베트남 법률을 명확하게 이해한다. 법률을 

명확하게 이해할뿐만 아니라 컨설팅 과정에서도 효과적으로 법률을 적용한다.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자신의 역할로 

고객에게 가치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한다. 

주요인력 

mailto:trangtrinh@eplegal.com
mailto:thaota@eplegal.com
mailto:sonnguyen@eplegal.com


학력 & 참여 조직  

• 호치민시 국립 대학, 경제 – 법률 대학교, 법학과, 민법학 학사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로펌 (Asialaw Profiles, 

2016) 

 금융 및 은행, 금융 프로젝트, 운송, 항해 및 항공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로펌 (Asialaw Profiles, 2016) 

 인수 및 합병 분야에서 올해의 로펌 (Award 2016 

Coporate Livewire)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로펌 (Asialaw 

Profiles, 2017) 

 금융 및 은행, 금융 프로젝트, 운송, 항해 및 항공 

분야에서 평가된 로펌 (Asialaw Profiles, 2017) 

 올해의 상업변호사상 (Legal Awards Corporate LiveWire 

2017/18) 

 운송 및 해양 분야에서 올해의 로펌 (ACQ Global Awards, 

2017) 

 프로젝트 개발 분야에서 선정된 로펌  (2 위, IFLR 1000, 

2018) 

 금융 및 은행 분야에서 뛰어난 로펌 (IFLR1000, 2018) 

 에너지 분야에서 높은 평가된 로펌(Asialaw Profiles, 2018) 

 인프라, 금융 및 은행 분야에서 평가된 로펌 (Asialaw 

Profiles, 2018) 

 프로젝트,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서 대표적인 로펌 

(3 위) 및 Tony 변호사 (2 위) (Chambers & Partners)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하는 로펌 (The Corporate LiveWire 

Innovation & Excellence Awards) 

 분쟁 해결, 에너지, 운송 및 해양 분야에서 올해의 로펌 

(ACQ Global Awards) 

 인프라 분야에서 올해의 로펌 (M & A International) 

 에너지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로펌 (Asialaw Profiles, 

2019) 

 금융 및 은행 분야에서 평가된 로펌(Asialaw Profiles, 2019) 

 프로젝트개발 분야 (2 위), 인수 및 합병 분야(3 위), 금융 

및 은행 분야(주목할 만함)에서 선정된 로펌 (IFLR1000, 

2019) 

 분쟁해결, 기업 인수 및 합병,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 (Asialaw Profiles, 2019) 

 프로젝트,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서 선정된 변호사 

(3 위-Tony Nguyen) (Chambers & Partners 2019) 

 금융 - 은행 분야 (3 위), 기업 인수 및 합병 분야 (4 위), 

분쟁해결 - 중재, 소송 분야 (3 위), 프로젝트 및 에너지 

분야 (3 위), 항해 & 항공 분야 (2 위)에서 선정된 로펌 

(Legal500, 2019) 

 에너지 및 건설 분야 (2 위)과 상업 및 거래 분야 

(3 위)에서 선정된 로펌 (Benchmark Litigation, 2019) 

 분쟁해결 분야에서 선정된 변호사 (Tony Nguyen) 

(Benchmark Litigation, 2019) 

 우수한 변호사 (Tony Nguyen) (Asialaw Profiles, 2020) 

 에너지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로펌 (Asialaw Profiles, 

2020) 

 분쟁해결, 금융 및 은행 분야에서 평가된 로펌 (Asialaw 

Profiles, 2020) 

 기업 및 M & A 분야에서 인정을 받은 로펌, 인프라 및 

건설 분야에서 인정을 받은 로펌(Asialaw Profiles, 2020) 

 에너지 및 건설 (2 위), 상업 및 거래 (2 위) (Benchmark 

Litigation, 2020) 

 소송 분야에서 선정된 변호사 (Tony Nguyen) (Benchmark 

Litigation, 2020) 

 높은 평가를 받은 변호사 (Tony Nguyen) (IFLR1000, 2020) 

 프로젝트개발 분야(2 위), M&A (3 위), 금융 및 은행 분야 

(주목할 만함)에서 선정된 로펌 (IFLR1000, 2020)   

 

  

순위 및 수상 

“Họ rất chuyên nghiệp và thể hiện 

một sự hiểu biết sâu sắc đối với các 

yêu cầu của chúng tôi” – Đánh giá thị 

trường   



 

  

 

 

 

 

 

 

 

 

 

 

 

 

 

 

 

 

 

 

 

 

 

 

 

 

저희의 고객 

Ha Noi 

Suite 302, Hoang Sam Building,  

260-262 Ba Trieu St., Hai Ba Trung Dist.,  

Ha Noi, Vietnam 

Tel: +84-24-73045679 

Email: hanoi@eplegal.com 

Birmingham City (UK Office) 
194 Alcester Street, Birmingham,  
B12 0NQ, UK 
Tel: +44 121 778 1188 
Fax: +44 121 771 3028  
Email: office@eplegal.uk 
 

HCMC – Head Office 

Suite 501-Phuong Tower,  

31C Ly Tu Trong, Ben Nghe Ward,  

District 1, HCMC, Vietnam. 

Tel: +84-28-38232648 Fax: +84-28-38232657 

Email: info@eplegal.com 

Da Nang 
K338/14 Hoang Dieu, Binh Hien Ward 
Hai Chau District, Da Nang City, 
Vietnam 
Tel: + 84 899 500 292 
Email: danang@eplegal.com 

http://www.emasoffshore.com/index.php
http://www.fredolsen.no/default.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