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와 덴톤
스의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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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는 덴톤스와 기존에 발표된 바와 같이 제휴를 개시하였으며, 본 제휴를 통해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와 덴톤스는 한국 및 전세계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서게 된다.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는 한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방식으로 글로벌 로펌과 제휴하는 법률 사무소로, 본 제휴로 인
하여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덴톤스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리
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의 새로운 이름은 Dentons Lee이다.
Dentons Lee의 국내 사업은 계속해서 한국 출신의 한국인 파트너가 소유하고 경영하며, 이는 덴톤스의 현지 중심적
접근 및 “현지 변호사에 의한” 경영 철학에 기반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경쟁
우위를 창출한다.
박성득 Dentons Lee 대표 변호사는 “당소는 덴톤스와 제휴하게 되어 기쁩니다. 덴톤스 일원으로, 우리 고객을 전세계
10,500명 이상의 변호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덴톤스 또한 동일하게 본 제휴 및 제휴를 통해 창출될 기회에 만족한다. 덴톤스 글로벌 최고경영자(Global CEO)인 엘
리엇 포츠노이(Elliott Portnoy)는 "Dentos Lee는 한국의 대기업과 강한 경제적 유대를 갖고 있는 저명한 로펌이며, 본
제휴를 통해 현지에서 덴톤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지역에서 고객들에게 좀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조 앤드류 덴톤스 글로벌 회장(Global Chairman)은 “덴톤스의 성장 전략은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지역에서 철학적으로
이어져 있는 로펌들과 제휴를 통하여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한국 출장과 한국 법률사무소와의 업무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Dentons Lee가 언제나 미래를 선도하는 로펌이 되겠다는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고, 이제 덴톤스는 한국 법률사무소와 가장 앞서가는 방식으로 제휴하는 로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Dentons Lee는 모든 영역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entons Lee는 지적재산권, M&A, 금융, 부동산, 기업 일반,
소송/국제 중재, 엔터테인먼트, 노동, 통신·미디어·기술, 바이오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각 분야에서의 덴톤스의 강점을 감안할 때 본 제휴는 상당한 시너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에서의 본 제휴는 중국, 호주, 그리고 아세안 지역에서의 각 덴톤스와의 제휴와 더불어, 서울에서 이미 쌓아 놓은
덴톤스 브랜드의 힘을 기반으로 한다. 위와 같은 제휴들은 덴톤스라는 브랜드가 탁월하다는 명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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