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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법률매체인 ‘체임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로펌의 경쟁력을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나라별로, 업무분

야별로 발표한다. 올 초 발표된 ‘체임버스 아시아-퍼시픽’ 

2017년판 평가에 따르면, 한국 로펌들 사이에 위상 변화가 

적지 않다. 특히 2017년 평가는 미국 로펌들에 대해서도 3단

계 시장개방이 시작된 시점에 나온 것이어 더욱 주목된다. 

김앤장, 전 분야 1등급 평가

체임버스의 평가에 따르면, 김앤장이 금융 등 18개 업무분

야 전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밴드 1(Band 1)’에 이름을 올

리며 한국 최고의 로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어 두 번

째로 많은 1등급 평가를 받은 로펌은 금융, 회사법과 M&A, 

소송 등 모두 12개 분야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법무법인 

광장. 광장은 화이트칼라 범죄, 보험, IP, 국제무역, 프로젝트 

& 에너지, 구조조정과 파산, 해상, 선박금융, TMT 분야에서

도 1등급을 차지했다. 자본시장, 공정거래, 국제중재, 노동, 

부동산, 조세 분야에선 2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올 평가에선 특히 법무법인 세종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세

종은 금융과 자본시장, 공정거래, 소송, 국제무역, 프로젝트 

& 에너지, 부동산 등 7개 분야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았다. 금

융과 자본시장, 공정거래, 부동산 등은 전통적으로 세종이 

강한 분야로 분류되며 프로젝트 & 에너지 분야에서의 약진이 

주목된다.

태평양은 자본시장, 회사법과 M&A, 국제중재, 소송, 프

로젝트 & 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율촌은 공정거래, 회사법

과 M&A, 노동, 부동산, 조세 등 5개 분야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았다.

김앤장이 전 분야 1등급의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가운

데 국제중재는 태평양과, 보험과 IP, 구조조정과 파산, 선박

금융, TMT는 광장과, 노동과 조세 분야는 율촌과 양강구

도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메이저 로펌들 사이에서도 업무분

야에 따라 경쟁력 평가에 미묘한 차이가 없지 않다. 

세경, 해상 1등급 랭크

중소 로펌 중에선 해상 부티크인 법무법인 세경이 유일하

게 김앤장, 광장과 해상 분야에서 1등급에 랭크되었다. 해상 

분야는 특히 부티크의 활동이 활발한 분야로 꼽힌다. 

IP 분야도 경쟁력을 갖춘 부티크가 적지 않은 분야다. 조

‘7개 분야 1등급’ 세종 약진 주목 
‘Chambers &  Partners’ 2017 평가
세경-해상, 다래-IP 등 부티크도 활발

율촌, ‘올해의 한국 로펌상’ 수상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7에서 ‘올해의 한
국 로펌상(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 
율촌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우
증권 인수 자문, MBK 파트
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자문,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한 드
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소송 건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가운데 특히 M&A, 조세, 공정거래, 노동, 부동산 등의 분
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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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파트너스, 다래가 3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특허법인 

AIP, 리 인터내셔널은 ‘Other Noted Firms’로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중재 전문의 김범수 변호사 등 세종 출신의 

파트너들이 중심이 되어 2015년 가을 출범한 법무법인 KL 파

트너스가 회사법과 M&A, 국제중재에서 3등급과 4등급의 평

가를 받는 저력을 과시했다. 화우는 공정거래, 국제무역에서 

2등급, 금융과 소송, 화이트칼라 범죄, IP, 부동산, 조세에서 3

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나 1등급에 든 업무분야는 없었다.

바른은 소송에서 2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지평도 금융, 

공정거래, 회사법과 M&A, 소송, 노동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1~2등급에 들지는 못했다.   

김덕성 기자

업무분야 Band 1 Band 2 Band 3 Band 4 Other Noted Firms

Banking & 
Finance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화우, 율촌 지평 대륙아주

Capital
Markets

태평양, 김앤장,
세종 광장 율촌 화우

Competition/
Antitrust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광장, 
화우 지평

Corporate/
M&A

태평양, 김앤장,
광장, 율촌 세종 KL 파트너스,

화우 지평

국제중재 태평양, 김앤장 광장, 율촌 세종 KL 파트너스, 화우

소송 태평양, 김앤장,
광장, 세종 바른, 율촌 화우 지평

화이트칼라 범죄 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바른

Employment 김앤장, 율촌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지평

Insurance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세경 지현

Intellectual 
Property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조앤파트너스, 

다래, 세종, 화우
특허법인 AIP,
리 인터내셔널

International 
Trade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화우 율촌

Projects & Energy 태평양, 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

Real Estate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광장 리 인터내셔널, 

화우

Restructuring/
Insolvency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대륙아주, 화우

Shipping 세경, 김앤장, 광장 태평양, Kwon & Co,
Moon & Song, 청해 지평, 정동국제 지현

Shipping :
Finance 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

Tax 김앤장, 율촌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Technology, 
Media,

Telecoms(TMT)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2017 업무분야별 평가(체임버스앤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