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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배경

현재 국내기업 상황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관련 매출 상승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
및 계약 수 증가

증가하는 국외거래로 인한 해외법무의 중요성 확대

기업 법무팀의 고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법률 이슈

역량있는 글로벌 전문가
양성의 어려움

해외법무에 대한 지식 및 역량부족으로 인한 Loss 발생

해외 비지니스의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해외 법무연수 프로그램 !
글로벌 기업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법무팀의 역량 강화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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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mson Reuters LAWnB 미국 법무 연수 프로그램
LAWnB 미국 법무 연수 프로그램은 기업 법무실무자의 해외 법무역량을 향상시키는 실무중심의 해외연수 과정입니다.

필요한 법률 이슈 선택

4

해외법무 학습에 최적화된 커리큘럼

현지 법무 전문가와의 교류

2. Thomson Reuters LAWnB 미국 법무 연수 프로그램

미국 법무 연수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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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세부내용

미국 로펌 연수

본 프로그램은 미국 로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수강하고 assignment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Thomson Reuters LAWnB 협업 로펌

▪ 미국로펌 연수과정 (1주)
주요학습내용

방법

시간

강의

1주

▪ M&A process and acquisition agreements

로펌별
연수 프로그램
(실무 위주)
로펌

미국 대형 6대 로펌

위치

미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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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Top ranking Law Firm
방문/실무교육

▪ Intellectual Properties
▪ Trade Sanction
▪ Antitrust
▪ U.S. Trade Law, etc.

※ 본 커리큘럼은 예시입니다.

3. 프로그램 세부내용

미국 법률교육기관 연수

본 프로그램은 미국 법률교육기관(주요 대학)에서 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해 학습하고, 유관기관을 탐방하는 형태입니다.

▪ 미국법률교육기관 연수과정 (연수기간 및 커리큘럼 customizing 가능)
DAY 1

Day 2

Day 3

US Legal System

Key Points in Select Deals

US IP Law

Introduction to the US
Constitution

Negotiation Skills

US Antitrust Law

Role of In-House Counsel
in U.S.

US Employment Law

US Tax Law and Policy

Day 4

Day 5

Anti-corruption Laws and
Practice

How to Read and Brief a
Case-Part 2

Private Enforcement of
Rights - Tort Law

Civil Litigation and
Procedure

Asia-Pacific Arbitration

Cross Cultural Professional
Skills

LUNCH BREAK

Court Visit
(Observe trial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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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Business Law:
Corporations
Securities Regulation
M&A

International Financing and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Energy Law and Policy
How to Read and Brief a
Case-Part 1

Wrap-up: Q&A sessions

3. 프로그램 세부내용

미국 법률교육기관 연수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University of San Diego, Boston University…

Thomson Reuters 와 제휴 중인

주요한 미국의 Law School에서 심도있는 해외법무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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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세부내용

글로벌 선도기업 방문

본 프로그램은 글로벌 선도기업에 방문하여 글로벌 기업문화 및 법무조직 운영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 글로벌 선도기업 방문 (ex. Microsoft, Oracle, Google, IBM 등)

목적

글로벌 기업의
법무조직 구성 및 기능학습

주요학습내용

방법

시간

▪ 기업소개 및 기업탐방 (Site Tour)

1H

▪ 법무조직 구성 및 역할, 업무방식 , 조직운영방식 등 학습
▪ Q&A Session

강의 /
투어

글로벌 기업법무에 대한
경험공유 및 네트워킹
※ 본 커리큘럼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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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법무담당자와의 만남
- 해외 법무업무와 관련된 경험 공유
- 글로벌 기업 전략, 운영방안 등 선진사례 학습 가능

1H

3. 프로그램 세부내용

글로벌 선도기업 방문

글로벌 기업 방문 및 Q&A

기업명

Google

기업명

IBM

위치

California주

위치

California주

산업분야

인터넷 / 소프트웨어

산업분야

컴퓨터 하드/소프트웨어, IT 컨설팅

소개

미국 전체 인터넷 검색의 2/3, 전
세계의 70%를 장악한 다국적
인터넷(검색엔진) 기업

소개

미국의 다국적 기술 및 컨설팅 회사

기업명

ORACLE

기업명

Microsoft

위치

California주

위치

California주

산업분야

소프트웨어

산업분야

소프트웨어 / 컴퓨터 하드웨어

소개

DBMS 등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보유
한 매출 규모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
회사

미국의 세계 최대의 다국적 소프트웨어 및
소개

하드웨어 기업. 다양한 컴퓨터 기기에 사용
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들을 개
발, 생산, 판매, 관리

10

3. 프로그램 세부내용

주요기관 방문

본 프로그램은 주요 법률관련 기관 중 미국 중재센터 방문에 대한 예시입니다.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방문

▪ 미국 중재센터 방문 및 교육 (3H)
주요학습내용

미국중재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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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AAA NY Office

위치

미국

소개

미국의 선진 중재 시스템 및 주요 사례 학습

▪ Introduction to U.S. Arbitration
▪ Actual arbitration situation case
study

※ 본 커리큘럼은 예시입니다.

방법

강의 /
시청각자료

시간

3H

4. Promise

LAWnB 미국 법무 연수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고객사 법무팀 이슈/니즈에 맞춘
프로그램 설계 및 기관 컨택

해외 우수기업 과의 Networking
• 유명 해외 글로벌 기업을 방문하여
선진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대규모 로펌 및 대학 연수
• 대형 로펌과 유수 대학을 컨택,
해외 법무실무 및 전문지식 습득

5. 연수문의

정현목
교육미디어사업부 / 대리
Phone: +82-2-3472-1412
Mobile: +10-2842-4598
Fax: +82-2-3472-1413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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