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변호사
파트너

Atlantic Station
201 17th Street NW
Suite 1700
Atlanta, GA 30363

T 404.322.6597
F 404.322.6071

june.lee@nelsonmullins.com

현재 Nelson Mullins Riley & Scarborough LLP 의 애틀란타

학력

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며, 회사법, 외국인 투자,
조지아 주립 대학교 (UGA) 법률대학원,

이민법 그리고 국제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학박사

경력사항

•

조지아 국제법 저널

•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관련 자문

테네시 주립 대학, 석사학위, 교육 심리학

• 인허가 신청, 합작투자사, 마케팅, 기술 이전 그리고 컨설팅
계약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문과 EB-5 투자 그리고

트로이 대학교, 학사 학위, 교육학, magna

이민법과 노동법 중심의 국제 자금조달 관련 자문
• 미국 진출에 대한 지역설정, 세무 인센티브 협상, 외국 기업
투자 절차, 기업지배구조, 이민법, 근로법 그리고 그외 정부

전문 학문 기사 편집 위원장,

cum laude

변호사 자격증

규정 관계 관련 자문

조지아

•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들의 외부 자문 역할 수행

알라바마

• 지역 경제개발정부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새로 진출하는

테네시 (전)

외국 기업에 교육을 진행함

Practice Areas
언어
• 한국어

전문활동

블록체인 & 전자 화폐
사업 이민
기업일반 및 증권

• University of Georgia Law School Foundation (2015-현재)

국제 업무

• 미국 변호사 협회

한국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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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HWA LEE
PARTNER

• Atlanta 변호사 협회

엽업비밀과 HR 전략

• 한국 인권협회 전(前) 임원
• 세계 한인 변호사 협회 전 이사
• 전라북도 자문위원 (전)
• 미국 변호사 협회 Business Law Today 편집자 (전)
• Georgia 주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협회(KABA-GA) 회장

대표직
• 대한 남동부 미주 상공회 회장
• Gwinnett Place 지역사회진흥지구 이사
• Sisters by Choice 이사
• 한국계 미국인 협회 이사
• 아틀란타 법률 자원 봉사 협회 이사 (전)
• Leadership Atlanta 멤버

기사 & 연설
강의
이정화 변호사는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지역 사회와 변화사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하고 후배 양성 및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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