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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 OVERVIEW

 WHY ORNE HANEUL

PRACTICE AREAS

GLOBAL NETWORK

CONTACT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옳은 일을 함으로써 하늘을 감동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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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ne Haneul is a boutique firm established by attorneys, who have extensive 

experience working in top tier big firms, public prosecution and large corporations, 

with the goal of providing top-class legal services to the clients at reasonable 

costs.

As a client-oriented firm, Orne Haneul always gives the interests of clients top 

priority, and all our attorneys are dedicated to create best results for the clients, 

because we clearly know that “if there is no clients, Orne Haneul has no reason 

to exist”. 

Keeping this in mind, we take “Client Satisfactions and Mutual Growth” as our 

highest value. 

FIRM OVERVIEW

Asian Legal Business (ALB) ‘Firms to Watch 2018’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대형 로펌, 검찰, 대기업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

은 변호사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탑 클래스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부티크 로펌입니다. 

“고객이 없다면 오른하늘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잘 알기에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최상의 결과를 만

들어 내고자 전체 변호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고객만족 및 동반성장”을 최고의 지향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로펌 개요

- ALB ‘2018 주목할 만한 로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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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Firm, One Team                                                        

We are financially and systematically “One Firm” that all our attorneys work and 

share profits together, and are also “One Team” that all our attorneys exchange 

different experience and know-how with each other on a daily basis.

Young and Reasonable Law Firm                                            

As a young and reasonable law firm composed of professionals in their 30s and 

40s, we have creative and positive mindset, which enables us to create values 

that beyond our clients’ expectations.

Active Communication and Attention                                        

For better communicating with the clients, we always designate highly experi-

enced attorneys as the points of contact for the clients on each and every matter. 

Moreover, to maximize the interests of clients, our attorneys constantly pay at-

tention to the up to date changes happening in the industries of our clients. 

Practical Solutions                                                         

Apart from simply being an external advisor and a legal counsel, we also endeavor 

to provide our clients with strategic and practical solutions from multiple perspec-

tives in the hope to help our clients actually solve problems. 

 WHY ORNE HANEUL

하나의 로펌, 하나의 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재무적, 조직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이익을 공유

하는 하나의 로펌(One Firm)이고, 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전문가들이 수시로 경

험과 노하우를 교환하는 하나의 팀(One Team)입니다. 

젊고 합리적인 로펌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30, 40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젊고 합리적인 로펌으로, 창조적이고 긍

정적인 사고방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소통과 관심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할 수 있

는 컨택 포인트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있으며, 고객의 산업분야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여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습니다.

실질적인 해결방안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단순한 외부자문사 또는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넘어 법률분야에만 한

계를 두지 않고 고객에게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

상 고객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른하늘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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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Legal Business (ALB) ‘Firms to Watch 2018’- ALB ‘2018년 주목해야 할 로펌’ 선정

Orne Haneul provides customized legal services to the clients by involving the 

most experienced attorney of the firm in the following fields to meet the needs of 

our clients to the utmost. 

■ General Corporate and M&A 

■ Restructuring and Bankruptcy

■ Dispute Resolution 

■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 HR and Labor  

■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Response to Investigation and Criminal Defense

■ Customs and Tax

■ Entertainment                  

■ Fair Trade and Anti-trust

■ Finance and Securities

■ Healthcare

PRACTICE AREAS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고객의 구체적인 업무수요에 따라 다음 각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

인 변호사를 업무에 투입하여 고객을 위해 고품격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 기업일반 및 인수합병 

■ 기업회생 및 파산

■ 분쟁해결 

■ 건설 및 부동산

■ 인사 및 노무

■ 국제투자 및 국제거래

■ 지적재산권

■ 수사대응 및 형사변호

■ 관세 및 조세

■ 엔터테인먼트

■ 공정거래

■ 금융 및 증권

■ 헬스케어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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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Legal Business (ALB) ‘Firms to Watch 2018’- ALB ‘2018년 주목해야 할 로펌’ 선정

To keep pace with the age of globalization, Orne Haneul has joined the pre-

mier alliance of law firms with offices in Beijing, Shanghai, Guangzhou, Hong 

Kong, Taiwan and Tokyo to satisfy the clients’ demands of global business. 

In addition, we have also built close relationships with well-established law 

firms in major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Indonesia, Malaysia, Sin-

gapore and Thailand, making us capable of providing our clients with multi-

national legal services. 

GLOBAL NETWORK글로벌 네트워크

Hongkong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Taiwan

Thailand

Tokyo

Guangzhou

Shanghai

Beijing SEOUL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글로벌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고객의 국제업무수요를 만족시

키기 위해,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홍콩, 타이완, 일본 도쿄 등 지역에 사무실

을 두고 있는 로펌들과 얼라이언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아가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로펌들과도 긴밀한 업무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진출 등 글로벌 업무 전반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다국적 법률서비

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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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0 (논현동 98) 동익빌딩 8층 [06057]

8th Floor, Dongik Building, 730 Eunju-ro ( Nonhyun-dong 98), Gangnam-gu, Seoul

Tel. 82-2-540-5637  

Fax. 82-2-540-5657

Web. http://www.orne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