مجموعة التويجري وشركاه للمحاماة واالستشارات القانونية

Al-Twaijri & Partners Law Firm (TLF)

AL-TWAIJRI 법률 사무소
요약
소개:
o Al-Twaijri 법률 사무소 은 쿠웨이트 주에 본사를 두고 바레인 왕국,
터키 공화국 및 이집트 아랍 공화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여러 부서로
구성된 법률 그룹이며, 우리는 최고의 법률 그룹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챔버 및 파트너, 법률
500, IFLR 유로머니, 미국 기반마틴데일, 힐데브란트, 세계 금융 잡지
및 네트워크 와 같은 저명한 국제 법률 기관의 일반적으로 걸프 지역의
로펌과 특히 쿠웨이트 주, 및 기업 INTL 국제 네트워크.
그룹의 부문:
o 인터내셔널 디비전:


Al-Twaijri 법률 사무소가 쿠웨이트 외부의 국제 고객 또는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고객과 상호 작용하는 동안, 그룹의 최고
경영진은 특히 쿠웨이트 및 걸프 협력 위원회 시장에서 미국 및 유럽
동료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동 국가의 시장은 바라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는 법률조항 및
개정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전문적으로 건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어려운 언어장벽 때문이다. 따라서 Al-Twaijri 법률 사무소의
본사 및 해외 지사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 번역가 외에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변호사(아랍어는 언어 쌍 중 하나를 나타냄)를 고용하여 국제
부서의 팀원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의사 소통할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아랍어 및 영어).



Al-Twaijri 법률 사무소는 국제 부서에 전문적이고 전문적인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또한 걸프협력회의(걸프협력회의) 국가 및
기타 아랍 국가의 로펌 그룹과 유럽,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국가의 국제
로펌과 협력합니다. 팀은 쿠웨이트 주 외부 및 해당 지점이 근무하는 국가
이외의 사건은 물론 당사자가 개인이든 회사이든 지역 또는 국제 중재
사건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부서는 또한 모든 형태의 서비스 부문,
산업 부문, 상업 및 투자 부문, 석유 및 가스 부문, 부동산 부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문에 대한 모든 상업 계약의 초안 작성 및 검토 외에도 아랍어
및 영어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등. 팀은 또한 외국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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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추가하여 사법 또는 중재 기관에 대한 방어 진술을 준비할 자격이
있습니다.
o 로컬 디비전


이 그룹은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을 갖춘 경험 많은 고문 팀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룹 내의
변호사와 고문은 개인, 기관 또는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 및 중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다양한 수준의 법원과 주의 관련 당국에 출석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부서는 모든 유형의 소송을 처리하면서 법적 의견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은행 및 상업 분쟁, 형사 및 부동산 사건, 운송, 보험, 지적
재산권 및 본인의 모든 관심 측면과 같은. 또한, 저희 변호사는 다양한
중재 기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중재에 대한 철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중재 사건에서
많은 고객을 대리합니다. 그룹은 지역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개발로 모든 사람이 업데이트되어야 하므로 통신 혁명과
세계에 대한 개방 시대의 최신 개발 및 기술에 대처하기 위해 열심입니다.
따라서 그룹은 더 이상 고객과의 전통적인 의사 소통 방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메일을 통해 조언을 보내고 유능한 고문에게 직접 법률
의견을 제시한 다음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담에서 받은
모든 데이터 및 정보의 기밀 보장을 고려합니다. 또한 현지 팀 구성원은
고객의 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부서 구성원에게 동일한 것을 요청할 필요 없이 직접
작업에 대한 영구적인 후속 조치를 제공합니다.



그룹의 변호사와 컨설턴트는 오랜 법률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과 대안을 제공하고, 후속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법률 회사를 관리하고, 최신 수단을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메일, 팩스, SMS 및스카이프, 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링크드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 타 그램, 위챗,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요청
당사자가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응답합니다.
o 법률 회계 및 실사 부서:


법무부 회계 전문가와 논의하기 위해 예산, 회계 기록, 청구서를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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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회계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법적 또는 중재 분쟁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쟁에서 요구되는 실사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회사는 이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 및 교수를 포함한 고객에게
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이 부서는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거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슬람
금융, 투자 펀드, 신디케이트 금융, 자산 금융, 선박 및 항공기 금융, 인수,
부채 금융, 부동산 금융, 기업 대출, 은행 및 일반 금융, 세금 계산 등
사무실에는 회계 및 재무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 있습니다.
o 법률 연구 및 출판부:


법률 도서관을 풍부하게 하려는 Al-Twaijri 법률 사무소의 열의의
일환으로, 우리는 관련 팀이 걸프 협력 주에서 파기 및 항소 법원의
판결을 수집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법률 연구 부서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회와 이집트 아랍 공화국. 따라서 국가의 문명화된
발전에서 문화의 역할을 믿는다. 이 부서는 시간에 대처하고 아랍 세계 및
국제적으로 지역 수준의 모든 연구원과 독자에게 제시하는 법적 사고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법률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발표하는 데
열심입니다. 쉽지 않은 방법이라기 보다는 사업부 팀원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법률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 법률
서적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 전자 프로그래밍 부문:


지역 및 국제 변화에 따라 관리 파트너는 몇 년 전에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를 설립했으며 현재 10년
동안 다양한 전문가 수준에 영향을 미친 엄청난 기술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법률 서비스의 세계화와 글로벌 및 지역 법률 및 법률
시스템의 디지털 기술 출현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빠른 기술 발전의
결과로 이 과학을 사용하여 해당 활동에 필요한 사건, 법률 자문, 행정
업무 및 기타 작업을 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률 사무소 및 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리
파트너는 그룹과 함께 작업할 전문가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의 기술
부서를 설립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법률 전문 지식과 소프트웨어 전문
지식을 결합한 결과, 법률 분야의 다른 전문 프로그램 외에도 법률 회사
및 법률 부서를 관리하기 위한 Al-Wafi 소프트웨어와 같은 법률 분야에서

Al -Twaijri Law Group Building - Plot (15) - Bin
Mesbah St. - Block (3) - Sharq, State of Kuwait
PO Box: 863, Safat, Code 13009 KUWAIT
Tel: (965) 22089220 Fax: (965) 22089221
Email: twaijri@twaijri.com
Web-site: www.twaijri.com
Page 3 of 9

2220 9221 االيزو

ISO 9001:2000

–  شااع باام باا ع- )3( دولة الكويت – الشرق – قطعة
.) – ب نى بجموعة التويجري القعنونية15( قايمة
 الكويت13009  الصفعة863 :.ب.ص
)965( 22089221 :) فعكس965( 22089220 :ت
twaijri@twaijri.com :ال ريد االلكتروني
http://www.twaijri.com :الموقع االلكتروني

مجموعة التويجري وشركاه للمحاماة واالستشارات القانونية

Al-Twaijri & Partners Law Firm (TLF)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집니다.
o 집행 및 채무 추심과(독립과):


많은 기관, 조직, 기업은 판결 집행 절차를 인수하고 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임을 깨닫고 전문 기관에 의존하여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설립된 그룹(28년 전) )(독립적인
사업부, 그렇지 않으면 그룹의 나머지 사업부)가 이 역할을 맡는 팀 및
경영진 측면에서. 부서는 장애를 해결하고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했는데, 각 클라이언트의 특정 요구에 맞는
여러 대안이 할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룹은 집행 및 환불 분야에서
미국의 국제 상업 수집가 협회 회원을 보유한 걸프 및 중동 지역 최초의

로펌 중 하나입니다. 이 부서는 또한 그룹이 설계한 후속 프로그램과
인터넷을 통한 최신 장치 및 통신 수단을 사용하고 거의 30년에 걸쳐 편집
및 업데이트된 대규모 아카이브를 사용합니다.
• 법률 서비스:
o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은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적 분야의 현지 및 국제
▪
▪
▪
▪
▪
▪
▪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송/중재/화해
헌법
이슬람 은행 / 금융 기관
자본시장 / 투자펀드 / 집합투자기구
거버넌스
행정분쟁/기반시설사업/정부계약/관행/입찰/입찰/조달
형법

▪ 항공/해사법
▪
▪
▪
▪
▪
▪
▪

석유 및 가스/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전자상거래
가족/상속법
노동 / 고용 / 이민 및 노동 허가법
상업 대행사
지적 재산권 및 상표
건설 및 엔지니어링/조달/운송(항공, 해상 및 육상)

▪ 민관협력
▪ 직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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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
▪ 세금
▪ 파산 / 구조조정
▪ 합병 또는 인수
▪ 경쟁
▪ 환경법
▪ 보험
▪ 법원 판결의 집행 및 채무 추심(독립적인 부서, 그렇지 않으면 그룹의
나머지 부서)
• 우리의 클라이언트:
o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 많은 현지, 지역 및 국제 기업을 대표했습니다.
▪ 국제 및 지역 기업:


도시바 전력 시스템 및 솔루션 코퍼레이션(일본)



차이나 하버 엔지니어링 회사(중국)



오펠 자동차 회사(독일)



지멘스(독일)



삼성엔지니어링(한국)



이토츄사(일본)



오스트리아 무역 연맹



마루베니 주식회사(일본)



㈜두산(한국)



도요타 츠쇼 주식회사(일본)



STX중공업(한국)



ZTE 통신 주식회사(일본)



Argogroup 정확한 제한(불가리아)



콘 페리 회사(미국)



Maersk 운송 회사(덴마크)



TUV 감사 회사(독일)



Accor 호텔(프랑스)



Shanhe 건설 그룹 회사(중국)



Pearl Times(극동)사(홍콩)



아라비안 오일 컴퍼니(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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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waijri & Partners Law Firm (TLF)
▪ 지역 및 걸프 회사 및 당국:
이슬람 금융 회사:
 Aayan 임대 및 투자 회사(쿠웨이트)
투자 및 금융 회사:
 쿠웨이트 및 중동 금융 투자 회사(쿠웨이트)


Rasameel 금융 구조화 회사(쿠웨이트)



Shaw 기술 및 상업 프레젠테이션 및 마케팅 회사(바레인)



마리나 국제 수산 회사(바레인)



Foodco 바레인 회사 (바레인)



Osoul 투자 회사 (바레인)



Aujan 무역 그룹(바레인)

항공, 해상, 화물 및 물류 회사:
 쿠웨이트 항공 공사(쿠웨이트)


무바라드 운송 회사(쿠웨이트)



알바더 해운회사(쿠웨이트)



Anham 식품 회사(쿠웨이트)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
 Inshaa 지주회사(쿠웨이트)


Sandco 종합 무역 및 계약 회사(쿠웨이트)



특수 재료용 Aibo Gulf 사(쿠웨이트)



Boubyan 레디 믹스 콘크리트 회사(쿠웨이트)



Al-Nasser 건설장비 임대공사(바레인)



Ahmed Mansour Al Aali 계약 회사(바레인 왕국)



부카말 회사(바레인)



Al Sharqiya 알루미늄 압출 공장 회사(바레인)



중동 계약 회사(바레인)



알가나 계약 회사(바레인)

보험 회사:


Wethaq Takaful 보험 회사(쿠웨이트)



국제 Takaful 회사(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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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waijri & Partners Law Firm (TLF)
석유 서비스 부문:
 석유 서비스 회사(쿠웨이트)
리스 및 차체 산업 회사:
 Imdad 장비 임대 회사(쿠웨이트)


BATEC 구조 산업 회사(쿠웨이트)



Aayan Kuwait 렌터카 회사(쿠웨이트)



우선 자동차 회사(쿠웨이트)

관광 및 호텔 부문 및 레스토랑 체인 관리:
 뫼벤픽 호텔(쿠웨이트)


Dahab 여행 및 관광 회사(쿠웨이트)

부동산 회사:
 MTC 부동산 구매, 판매 및 임대(쿠웨이트)


Kinan 부동산 회사 w.l.l(쿠웨이트)



Emaar 부동산 회사(쿠웨이트)



Al Mazrouei 지주 회사(아랍 에미리트).

정부, 교육 및 보건 기관:
 인재, 창의성 및 특허 센터(비영리)의 설립,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재 및
창의성 회사(쿠웨이트).


Tamkeen 전략 및 실행 계획(바레인)



델몬 대학교(바레인)



킹덤 대학교(바레인)



Ahlia 대학 (바레인)



현대 교육 학교(바레인)



알 마즈드 사립학교(바레인)



헬랄 병원 회사(바레인)

은행:
 알리 유나이티드 은행(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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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바라카 이슬람 은행(바레인)



바레인 이슬람 은행(바레인)



인도국립은행(바레인)



유나이티드 뱅크 리미티드(바레인)



바레인 및 쿠웨이트 은행(바레인)



BMI 은행(바레인)

▪ (대한민국 대사관, 오스트리아 공화국 대사관) 및 쿠웨이트 국내 및
해외의 중요 인사 그룹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 그룹 사무실 및 지점
o (쿠웨이트 사무소)
본사(쿠웨이트 주):
빈 미스바 거리, 블록 (3), 빌딩(15), Al Twaijri 법률 사무소 건물, 샤크,
쿠웨이트.
우편함: 863 Safat, 우편 번호 13009 쿠웨이트
전화: +965 22089220 (100회선)
팩스: +965 22089221
이메일: twaijri@twaijri.com
information@twaijri.com
webmaster@twaijri.com
o집행 및 징수 부서/독립 부서(쿠웨이트):
빈 미스바 거리, 블록 (3), 빌딩(15), Al Twaijri 법률 사무소 건물, 샤크,
쿠웨이트.
우편함: 863 Safat, 우편 번호 13009 쿠웨이트
전화: +965 22073800 (100회선)
팩스: +965 22089221
이메일: twaijri@twaijri.com
fmt@twaijri.com
o (바레인 왕국 지부)
주소 :
외교 구역, 외교관 타워, 빌딩 315, 스트리트 1705, 블록 317, 층 (9),
사무실 번호 (901, 902, 903).
우편함: 10327, 외교 지역, 바레인 왕국
전화: +973 - (17) 514448 (100회선)
팩스: +973 - (17) 514442
이메일:
bahrain@twaij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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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cos@twaijri.com
naser@twaijri.com
o (터키공화국 지사)
Al-Twaijri 상담 및 해외 무역 그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활동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주소:
타크테 칼라 지역, 143 피랏 스트리트, 바체시 사이트 번호 4/2, 블록: B,
아파트: 44, 오실라, 이스탄불.
모바일: (+905348888888)
(+905393333333)
전화: (+902126699034) (10줄)
(+902126699035)
팩스: (+902126699039).
이메일: info.tr@twaijrigroup.com
webmaster.tr@twaijrigroup.com
o (이집트 지사):
주소:
7 시칠리아 거리, 하사네인 하이칼 거리에서, 나스르시, 카이로
전화:
(20222720643+) - (100줄)
(20222720648+)
(20222720500+)
모바일: (+201223770833)
(+2001208221303)
(+2001556109422)
이메일: information.eg@twaijri.com
webmaster.eg@twaijri.com

웹사이트: www.twaij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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