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소개

|인사말|
저희 오로라법률사무소는 2000년 12월 창설이래 국내외 유수의 해운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해상,
항공 및 관련 보험(해상 및 항공보험) 사건 그리고 일반보험분야인 화재보험, 특종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장기상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료사고)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등을 주력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운송주선인, 하역회사 등을 망라하여 물류 및 보험분야의 전문 법률사무소의 위상을 확고히 해
왔습니다. 저희 오로라법률사무소의 실력은 이미 국내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상태이며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 외국의 해운회사, 보험회사 및 로펌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오로라법률사무소는 외국회사 및 외국 로펌으로부터 의뢰받는 국제적인 상사분쟁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제거래분야의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저희 오로라법률사무소의 모든 구성원들은 소송 및 자문 등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 및
국제거래분야에서 필수적인 영어 구사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희는 일반보험분야에서도 그동안
축적된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해상 및 보험전문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 무/ 분/ 야/
해상 및 해상보험
오로라법률사무소는 해상법 및 해상보험법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종류의 해상사건 및 해상보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해운회사 및 그 P&I Club, 국내 모든 손해보험회사의 해상부서, 운송주선인, 하역회사 등이 저희의
주요고객이며,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충돌, 해난구조, 공동해손, 해양오염, 선주책임제한, 용선분쟁, 선하증권,
선박우선특권 및 해상보험 클레임 등 모든 종류의 해상 및 해상보험에 관한 계약 및 분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다수의 외국 로펌들과도 업무를 제휴하여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상보험 계약 및 클레임(선박 및 적하) 관련 자문 및 소송

●

선하증권 관련 분쟁의 자문 및 소송

●

선박가압류, 선박우선특권 관련 업무

●

용선계약 및 용선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

선박충돌, 해난구조, 공동해손, 해양오염 관련 사고의 자문 및 소송

●

선박건조계약 및 RG보험 관련 자문 및 소송

●

국제무역 및 신용장 관련 자문 및 소송

●

해양안전심판원 해심사건의 심판대리

●

편의치적선의 선박등기 관련 업무

●

선박매매 관련 업무

항공 및 복합운송
오로라법률사무소는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분쟁, 바르샤바 협약 및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항공운송인 및
항공운송주선인에 대한 배상청구 및 항공운송장의 법률적인 해석 등 관련 사건의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운송과 관련해서는 복합운송인의 책임범위의 문제,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FIATA B/L, KIFFA
B/L과 관련된 약관해석의 문제 및 운송주선인의 책임 등에 대한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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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자문 및 소송

●

바르샤바 협약 및 몬트리올 협약상의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

●

항공운송인 및 항공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

●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

●

FIATA B/L, KIFFA B/L과 관련된 약관해석 및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운송주선인의 책임 등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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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일반
오로라법률사무소는 국내 모든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의뢰받는 화재보험, 책임보험, 제조물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료인
및 기타 전문인), 건설공사보험, 근재보험사건의 자문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화재보험 : 방화, 실화 등 화재보험사고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

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등
각종의 배상책임보험사고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

제조물책임보험 :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보험사고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의사, 여행업자 등 전문인배상책임보험사고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

건설공사보험 : 건설공사보험사고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

근재보험 : 근로자재해보험사고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회사법 일반
오로라법률사무소는 회사의 설립, 이사회, 주주총회,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각종 계약의 체결에 필수적인 회사법상의
법률문제와 그에 부수하는 인사문제 등 노동법상의 법률문제에 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회사의
국내직접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대해서도 탁월한 영어구사능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사설립, 이사회, 주주총회 등 회사법 일반 및 그에 부수하는 노동법 분야의 법률자문 및 소송

●

회사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

외국회사의 국내직접투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 및 외국인직접투자신고의 수행

●

국제계약 및 국제거래의 자문 및 협상

●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자문

●

외국회사를 대리한 Due Diligence의 수행

기 타
●

일반 민사사건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사건

●

경매,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사건

●

각종 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노동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

스포츠 에이전시와 관련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구/ 성/ 원/ 소/ 개/
김홍경 변호사는 오로라법률사무소의 창립멤버로서 대전 대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졸업 이후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외국계 기업인 Goodyear Korea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사법시험 39회(연수원 29기)로서 기업에서의 무역경험과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해상법 및 국제거래관련 전문 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2005년 김홍경 변호사는 영국 변호사협회인‘Law Society in England and
Wales’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한‘International Lawyer’s
Diploma Programme’에 선발되어 영국의 College of Law에서 수학하였으며,

김홍경

변호사

영국의 유명로펌인 DLA Piper에서 근무하였다.
김홍경 변호사는 해상 및 해상보험, 국제거래 전반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장희성 변호사는 충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수료하였다(상법 전공). 사법시험 44회(연수원 34기)로 2005
년 오로라법률사무소에 합류하였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장희성 변호사는 특유의 성실성과
진지함 그리고 의뢰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밀려오는
사건을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처리하여 왔다.
현재 장희성 변호사는 국내 모든 손해보험회사들이 의뢰하는 해상클레임,
의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관련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장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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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진영 변호사는 부산 구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06학번)을 거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6기)을 졸업하고 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
였다(변호사시험 제6회).
이후 3년간 공익법무관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종
국가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였고, 투철한 책임감으로 국가이익 증대
에 적극 기여한 공적으로 2019년 법무부장관 송무유공표창을 수상하였다.
최진영 변호사는 2020년 오로라법률사무소에 합류하여 현재 국내 대다수 손
해보험회사 등의 각종 보험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최진영 변호사

이송은 변호사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영
학을 전공하였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9기)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
험 9회에 합격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송은 변호사는 한국캐피탈과 우정사업본부에서 투자계약서 검토, 법률자
문, 소송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 이송은 변호사는 각종 보험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을 담당
하고 있다.

이송은 변호사

김종천 외국변호사(미국)는 대구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양대
학교 항해과를 졸업하였으며(항해과 35기), 방송대학 법학사 및 한국해
양 대학교 해사법학과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2009년 7월
'요크-앤트워프 규칙에서의 해난구조에 관한 연구'로 한국해양 대학교
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종천 외국변호사(미국)는 약 6년간 항해사로서 승선생활을 한 후,
1989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사 하여 2000년 해상부 클레
임 팀장을 역임하기까지 12년 동안 줄곧 해상법 지식과 승선경험을 바
탕으로 해상클레임 전반을 처리하였으며, 2000년 오로라법률사무소

김종천

외국변호사(미국)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각종의 해상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김종천 외국변호사(미국)는 2002년 미국 Indiana(Bloomington) Law
School로 유학하여 LLM(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또한 2종 손해사정인이며 대한상사중재
원 중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인이기도 하다.

정해석 팀장은 광주 전남고등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96
학번)를 졸업하고 2002년 오로라법률사무소에 합류하였다.
정해석 팀장은 호탕한 성품으로 해운 및 보험업계의 실무 담당자들과
두터운 교분을 쌓고 있으며 업무에 있어서도 전문지식과 오랜 동안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속·정확한 일처리로 정평이 나있다.
정해석 팀장은 오로라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장으로서 조직내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해석

정해석 팀장은 2012년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해운
팀장/법학박사

물류학과 해운경영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2016년 2월‘선박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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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Most Important Relationship is You
All we have to offer is our legal service, focused completely on our care and concem for you

AURORA LAW OFFICES

The Firm
Aurora Law Offices is a law firm specializing in shipping and marine insurance; general insurance;
other international transactions. We provide and carry out a full range of legal services for international and domestic clients including shipping and insurance companies as well as other reputable
commercial organiza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0, Aurora Law Offices has achieved remarkable growth as many of
our clients have approved of the competency, the responsiveness and the satisfaction we have
delivered.
We are now expanding our scope to cover the entire areas of logistics/transportation and general
insurance. We will continue to make our best efforts to meet the client’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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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of Expertise
Aurora Law Offices specializes in all aspects of shipping and marine insurance cases with its
accumu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 We assist our clients with management of all types of
collisions, casualties, general average cases, salvage, oil pollution accidents at sea and indemnity
claims, bill of lading & charterparty disputes.
In addition, Aurora Law Offices provides legal counseling and litigation services involving all types
of general insurance such as fire, general liability, construction, product liability. We also provide
clients with the service of general counsel on corporate law includ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ergers & acquisitions.

Shipping and Marine Insurance
●

Recovery claims

●

The Admiralty General including collision, salvage and general average

●

Bill of lading disputes

●

Charterparty disputes

●

Ship arrest and maritime lien

●

International trade and letter of credit disputes

●

Shipbuilding contract and RG insurance claims

General Insurance
●

Fire insurance

●

Liability insurance

●

Construction insurance

●

Casualty insurance

General Corporate Law
●

Establishment, BOD, Shareholder’s meeting and relevant labor law

●

Draft and review of all types of contract for business

●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its report

●

Merger and Acquisition

●

Due diligence

Members
Hong Kyoung Kim
Prior to becoming a lawyer, Hong Kyoung Kim worked for
Samsung Corporation and Goodyear Korea. From this
valuable experience, he obtained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operations and management of business and he came to
know that the essential and proper role of the lawyer is to
bring disputes to a speedy and satisfactory resolution to the
client.

Since passing the Korean bar exam, he has been focusing
on all aspects of shipping and maritime claims including general
commercial and civil litigation with particular experience representing cargo interests.
In 2005, Hong Kyoung Kim was selected to attend ‘International Young Lawyers Diploma Programme’,
a programme sponsored by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 and Korean Bar Association, on a
Chevening Scholarship. During his visit to London, he studied English law in College of Law and was
placed in DLA Piper London office.
Hong Kyoung Kim is a gradua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he majored in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He speaks and writes proper English fluently.

Hee Sung Jang
Hee Sung Jang joined Aurora Law Offices in 2005
and specializes in a broad range of shipping and marine
insur-ance cases as well as non-marine insurance
disputes. He also regularly offers his best consultation to
all insurance companies to their satisfaction.
Hee Sung Jang considers it most important to focus on
building reliable relationships and harmonious communication with clients. His professional motto is ‘Do your best with
the client’, which has been richly rewarded by the trust he
enjoys from his clients.
Hee Sung Jang majored in Sociology and completed the graduate of Law in Korea University. He
has a very good command of both written and spoke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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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oung Choi
Jinyoung Choi joined Aurora Law Offices in 2020 after
serving as a public advocate for 3 years. During his service
of a public advocate, he has dealt with plenty of public
litigation cases representing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ving undertaken the task of reviewing public officer's
administrative petition.
Based on these extensive experiences and his own
faithfulness, he is now advising and representing almost all
the local insurers and other clients of Aurora Law Offices.
His expertise will be expected to extend to various fields of
insurance matters including marine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etc.
He has obtained a bachelor degree in law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s admitted to Korean Bar Association after
graduating from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

Song Eun Lee
Song Eun Lee joined Aurora Law Offices in 2021.
Prior to joining Aurora, she worked at Hankook Capital and
Korea Post where she examined the investment contracts.
She also gained abundant experiences in investment law
and general corporate matters, providing legal advice
regarding the related law.
Song Eun Lee believes that a lawyer should always keep
the needs of the client in mind rather than focusing only on
the legal aspect of the matter. She believes this is an
important quality she needs to develop as a lawyer.
After she joined Aurora, she has been representing various
clients in litigation, providing legal advice in relation to
insurance disputes.
Song Eun Lee obtained her bachelo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in Yonsei University and graduated from
Yonsei University's School of Law in 2020.

Jong Cheon Kim
Jong Cheon Kim, or JC as he is amiably referred to by
his international friends as well as close local friends,
is an ex-mariner : he worked for years as a chief
mate for merchant ships after graduation from Korean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KMOU) in 1983.

This makes JC a member of the so-called Busan Mafia as
KMOU graduates involved in shipping law and marine insurance have often been called by international lawyers.
During his career at sea, JC became greatly interested in marine insurance and shipping law and
joined Hyundai Marine and Fire Insurance Co., Ltd. (HMF) in 1989. At HMF, JC worked with great
passion and love for the field, nurturing a close network of friends in and outside the company,
for over eleven years until he left the company as a claim manager in 2000.
He joined Aurora the same year and has since been an indispensable member of the firm. In
2002, JC entered Indiana Law School (Bloomington) in the U.S. to get an LLM degree and was
admitted to the bar of the New York State. In addition, JC is an Arbitrator of the KCAB and a
Mediator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C has accumulated diverse life experience during the about more than 30 years since his graduation from KMOU and he also has plenty of experience in handling various shipping and marine
insurance cases and claims including advising on international contracts law. JC speaks and
writes fluent English and also has a good understanding of written Japanese.

Hae Seok Jeong
Hae Seok Jeong joined Aurora Law Offices in 2002.
He assists all the lawyers, preparing claims for pre-trial
settle-ment negotiations and eventual litigation.

Thanks to his easy-going nature and cheerful temperament,
he has been able to nurture a broad network and close ties
with contacts at maritime and insurance companies, which,
combined with his expert knowledge and rich experience,
allows him to complete tasks with speed and accuracy.
In charge of internal administrative operations, Hae Seok Jeong has shown exceptional skills
at keeping things on an even keel in our offices. He also plays an essential role in
maintaining efficient communications with clients and other outside contacts.
Jeong is a graduate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KMOU), where he was a
research assistant to one of the professors of maritime law. He earned a master’s degree from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2012 and a doctoral degree in law from KMOU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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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olicy
The primary policy of Aurora Law Offices is to meet the clients’ needs and to provide legal
services of the highest quality at a competitive cost. Everything about Aurora Law Offices has
been deliberately designed with the needs and wants of the clients in mind. We will listen to what
they want. We also will always keep our eyes on the horizon to spot upcoming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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