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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Firon & Co.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존경받는 변호사 사무소 

중 하나이다. 70여년간 이 회사는 줄곧 이스라엘 법조계의 최상위권에  

랭크 되어 있었으며    국경을 넘어 운영되고 진정한 국제 회사로 변신한 

최초의 이스라엘 회사 중 하나였다.  이 회사는 현재 이스라엘과 세계 

각지에 9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300여명의 변호사와 법률 인턴들로 

구성된 법률팀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독특성은 민사 및 상업/비즈니스 법률 및 소송  업무 분야의 

40여 가지  관행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문적  다양성에 있다. 따라서 이 

회사는   부서 및 팀의  폭넓은 지식과  안목을 바탕으로,  회사 파트너에 

대한  긴밀한 개인적 관심에  집중함으로써 고객에게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기본 가치관 에 대해 정의를 내렸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가치관에 충실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문성과 지속적인 학습, 

충성심, 도덕 및 재량권, 혁신성과 창의성의 결합 및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 고객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전략적 참여, 국내 및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철저한 숙지, 법률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 고객의  수요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독특한 조합을 통해 회사는 수십 년간 많은 고객들과 관계를 맺는 

동시에 새로운 고객의 법적  수요와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회사의 고객에는 정부 부처,  단체, 

산업체, 다국적 기업 및 각 분야의  선도 공기업 및 사기업 포함한 가장 

역동적이고 잘 알려진 이스라엘 및 국제 사업가들과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회사의 고객은 기술과 첨단 기술, 보험, 인프라, 국방공업, 

부동산, 관광, 은행과 금융, 무역, 벤처 펀드 및 투자, 에너지, 통신 및 

미디어 등  산업 및 상업의 모든 영역에서 운영한다 . 

 

지난 70년간 M. Firon & Co.  이스라엘 경제와 함께 발전하고 

성장했으며 그 동안 상업/비즈니스 법륳 및 소송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과 경험을 쌓았다. 회사의 자존심은 변호사이다. 이 회사의 성공은 

이스라엘  최고의 변호사들을 포함한 법률팀의 품질과 비타협적인 

전문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였다. 이 걸출한 대오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선례를 창조하고  직업 및 가치관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에서 

새로운 기반을 개척하였으며 7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법률의 

모든 분야에서  명성을 떨쳤다. 

M. Firon & Co. 하나로 통합되어부동산 * 인프라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 소송 * 자본시장 및 증권 

* 합병 및 인수 * 국제 무역 * 집단 소송 * 에너지 * 

첨단 기술 및 스타트업 * 지식재산 * 도시  재개발 

* 독점금지 * 노동법 등 40여 개의 법률 분야에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 이 회사의 강력한 능력은 BDI, Dun의 100, IFLR 

1000, Legal 500, Chambers Global, GCR등 가장  

권위 있는 이스라엘과 국제 법률 가이드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이 회사는 해마다  다양한 실천 분야에서의 

양질의 노력과 우수성으로   일관된 인정을 

받았다. 또한 이 회사의 많은 파트너 들은 

개인적으로 각 분야에서 리더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70여 년 동안 최고의 로펌에서 이 회사의 

영구적인 지위를 반영한다. 

M. Firon & Co.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