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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법의 세계화와 영미 로펌의 세계 지배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文 在 完*

1)

Ⅰ. 들어가는 말

법무서비스의 시장개방이 눈앞에 다가왔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도

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에서 회원국들은 2002년 6월 30일까지 다른 

회원국에 대한 양허요청안(request)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자국의 

양허안(offer)을 제출한 후 2004년 말까지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을 타결하

도록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와 유럽연합(EU)등 10개국으로부

터 외국법자문사(FLC: Foreign Legal Consultant)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시장개
방요구서를 받았으며, 이 중 미국과 호주는 동업 허용과 국내 변호사의 고용

까지 요구하고 있다.1) 또 올해 초 국의 Clifford Chance와 Linklaters, 미국의 

White & Case 등 세계 10위권에 드는 거대 로펌의 대표들이 차례로 방한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2)

법무부는 현재 외국법에 대한 자문은 허용하되 동업이나 국내 변호사의 고

용 문제는 허용 시기를 늦추는 단계적 개방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개방 시기를 

조율 중이다.3)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법무사회 등 개

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단체4)들은 급진적인 개방이 국내 업계의 몰락을 초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BK 법학연구단 박사후연구원, 미국 변호사.
1) 문화일보, 2002. 9. 28일자, 22면. 이번 개방 협상은 지난번 UR협상 때와 달리 

우리 측 주장을 관철시키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UR협상 때는 선진국들이 상대적
으로 시장규모나 개방효과가 더 큰 금융이나 통신 등의 시장개방에 주력했기 때문에 

법무서비스는 반사적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순석, “법무서비스시장 개
방(안)과 외국변호사 감독”, 저스티스 제34권 5호(2001. 10), 15면 참조.

2) 파이낸셜 뉴스, 2002. 3. 1일자 23면 참조.
3) 문화일보, 2002. 9. 28일자, 22면.
4) GATS에 따른 법무시장 개방은 좁은 의미의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리사,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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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개방 시기를 늦춰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법

무서비스의 주요 소비자인 재계에서는 개방으로 기업이나 국민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5)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 나라

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 없는 개방 효과 논쟁은 탁상공론

에 불과하다. 개방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 법무서비스 시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은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로벌화 논리가 

미 로펌의 세계 지배를 초래했음을 밝히고, 그 한 사례로서 경제대국인 독일

의 법무서비스 시장이 미 로펌에 의해서 유린된 과정과 원인을 살펴봄으로

써 바람직한 개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법의 로벌화와 메가로펌의 탄생

1. 법의 로벌화(Globalization of Law)

21세기는 로벌 시대다. 로벌화(Globalization)란 국경을 넘는 이동을 의

미한다. 그 대상은 사람, 물건, 사상, 문화 등 다양하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 최근의 로벌화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주된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21세기 로벌의 핵심을 경제에서 찾고 있다.6)

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1세기 로벌화는 달러, 어, 그리고 미국법이

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7) 달러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본시장과 

사, 행정서사 등에 의한 법무서비스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준성,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협상과 우리의 과제”, 통상법률 제44호(2002. 4), 73면 참조.

5) 신종익, “법무서비스 개방과 그 대책 심포지엄: 지정토론 요지”, 저스티스 제34
권 제5호(2001. 10), 70면.

6) Lawrence M. Friedman, “Erewhon: The Coming Global Legal Order,” 97 Stan. 
J. Int'l L. 347, 349(2001). Friedman 교수는 경제 외에도 인력(human capital)을 로벌
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한 후 이 두 가지 요소는 로벌 문화의 등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산과 소비의 문화가 로벌화되면서 거래가 더욱 로벌화되고 있다는 주
장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중산층이나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등이 거의 비슷
해지면서 로벌화가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7) Steven Mark, “Harmonization or Homonization? The Globalization of Law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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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대표되는 미국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사

람들이 많지만 미국법, 좀더 범위를 확대해서 미법의 세계 지배 현상은 상

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미법의 세계지배 현상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법이란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한 나라의 

법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법률행위까지 규제할 수 없기 때문

이다. 하지만 국제거래의 로벌화는 생산과 소비의 로벌화를 초래했고, 마
침내 법의 로벌화가 나타나게 됐다.

가. 다국적 기업과 보편적 법의 탄생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
로 커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에 생산설비를 갖고 있다. 10년 전인 

1990년대 초에 이미 미국 기업이 해외에 갖고 있는 관계회사 수는 1만 8,000개

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8) 2001년 세계 최대 기업인 엑손(Exxon)의 자산은 

1,490억 달러, 매출은 2,100억 달러, 수익은 170억 달러가 넘는다.9) 2001년 우

리 나라의 수출총액은 1,504억 달러로 엑손의 전 세계 매출액에 크게 모자란다.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제조물 수출의 
1/3, 총 상품 거래의 3/4, 기술 및 경  서비스 거래의 4/5에 달한다고 한다.10)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한 로벌 기업(global enterprise)

이란 용어도 사용된다.11) 다국적 기업이 한 나라에 헤드쿼터를 두고 세계 여

러 지역에 소재한 현지 지사를 지휘통제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로벌 기업은 

지구촌 곳곳에 자리잡은 여러 자회사들이 서로 접한 관계를 맺고 마치 오케

스트라처럼 화합을 이뤄 생산하는 기업을 뜻한다. 세계 100여개 국에 진출해 
있는 코카콜라가 요즘 스스로를 미국 회사라고 부르지 않고 국제기업이라고 

Ethics: An Australian Viewpoint,” 34 Vand. J. Transnat'l L. 1173, 1174(2001) 참조. 
국의 경제시사주간지 The Economist도 어, 뉴욕과 런던의 자본시장, 미법 등 세 가

지를 최근 로벌 회사들이 벌이는 행태를 이해하는 핵심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The 
Battle of the Atlantic,” The Economist, Feb. 24, 2000.

8) Friedman, supra note 6, at 354.
9) “2001 Global 500, The World's Largest Corporations,” Fortune 500, July 23, 

2001. at F-1, F-5.
10) Nancy L. Kaszak, “Practicing Law in the Global Economy,” 22 N. Ill. U. L. 

Rev. 1, 6(2001).
11)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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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도 결국 같은 개념이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여러 국가에 소재한 기

업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로벌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면서 개별 국가의 힘은 약화되고 있다. 로벌 경제에

서 정치 조직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소로스의 말대로 개별 국가는 로벌 시

대에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다.12) 수십 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에
게 개별 국가는 큰 의미가 없다. 특정 국가의 법과 제도가 자기에게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13) 국내 경제성장을 위해 다국적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별 국가는 이의 요구에 결국 응할 수밖에 없다.14) 

다국적 기업은 일종의 생산지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세계 많은 

국가의 경제관련 법과 제도는 통일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편의성이라는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도,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법규의 통일
화 현상은 쉽게 설명된다. 다국적 기업이나 이와 거래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는 한 가지 계약서 양식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통일된 계약 

양식은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힘이 세면 셀수록, 

국제거래의 당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준거법이나 거래 관행을 하나로 통일하

려는 움직임은 강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모두 미국 기업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국

적 기업의 성장이 곧 미국법의 지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계의 경제관련 법

규가 어느 나라의 법으로 통일되느냐는 여러 민족간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는 

언어와 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국제거래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언어는 

어뿐이다. 21세기 세계의 유일한 패권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등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도 미주, 아시아 등에 소재한 자회

사와 의사소통하려면 어를 사용해야 한다. 어의 사용은 미국식 서류 작성과 

12) George Soros, The Crisis of Global Capitalism: Open Society Endangered 
204(1998).

13) 개발도상국가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시스템을 사업 친화
적으로 개선해야 할 경우가 많다.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은 법률시스템 개혁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된다. 이러한 압력은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IMF, IBRD 같은 국제 금융기
관, 개별 국가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행사된다. David M. Trubek et al., “Global 
Restructuring and the Law: Studie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Legal Fields and the 
Creation of Transnational Arenas,” 44 Case W. Res. 407, 477-78, 480-81(1994).

14) 물론 국가간 협력이 잘 이뤄지면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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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방식이 보편화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15) 결국 다국적 기업의 성장과 어

의 세계 언어화는 미국법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나. 위험성 증가와 그 보완으로서의 법

다국적 기업이 어떤 나라에 진출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곳에

서의 위험성이다. 특히 진출국가가 개발도상국일수록 정치 경제적 불안이 심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싶어한

다.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한 약

속이 사전에 명확하게 이뤄져야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흔히 사업 초기 두 기업이 계약을 맺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미국식으로 사전에 모든 우발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계약서를 마련해 

놓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본식으로 큰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한 후 서

로 웃으며 사진찍는 방식이다. 같은 문화권에서 자라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선 

두 번째 방식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당

사자들이 관계되는 다국적 기업의 계약에 있어서는 미국식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는 방법이 선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개입
하게 되고, 다국적 기업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특정 국가의 법과 제도보다는 

이미 확립된 법 원칙에 근거해서 계약서를 만들기 마련이다.

2. 법률실무의 로벌화와 메가로펌의 탄생

법의 로벌화는 필연적으로 법률실무의 로벌화를 초래한다. 거래의 기초

가 된 법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세계 곳곳에서 창출되

고 있다. 최근 법률실무의 로벌화는 로펌의 대형화로 이어지고 있다.

가. 세계의 로펌 현황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로펌은 <표 1>에서 보듯 단연 국의 Clifford 

Chance다. 2000년 매출액은 14억 달러로 다른 로펌보다 월등하다. 이 로펌의 
탄생은 최근 세계 법무서비스 시장의 흐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국 

런던을 기반으로 하는 Clifford Chance는 2000년 초 미국 뉴욕의 Rogers & 

15) Friedman, supra note 6, at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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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s와 독일의 Punder, Volhard, Weber & Axster를 흡수합병해 세계 최대가 

됐다. 그 전까지 세계 최대 로펌의 자리는 미국계의 독차지 다. Clifford 

Chance는 런던을 중심으로 뱅킹과 파이낸스 쪽에 뛰어난 로펌이었지만, 뉴욕

의 월스트리트에서는 활약이 미비했다. 변호사 400명 규모의 Rogers & Wells

와 변호사 250명 규모의 Punder Volhard를 흡수합병한 것은 런런 뉴욕 프랑크

푸르트 홍콩을 잇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표 1>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 로펌

순위  이 름 주 사무소 

소재지

고용

변호사 수
2000~2001 매출액

1 Clifford Chance 국 2,868 $1,405,500,000
2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미국 1,504 $1,154,000,000
3 Baker & McKenzie 미국 2,923 $940,000,000
4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국 2,030 $937,500,000
5 Linklaters 국 1,400 $750,000,000
6 Allen & Overy 국 1,912 $741,000,000
7 Jones, Day, Reavis & Pogue 미국 1,330 $675,000,000
8 Latham & Watkins 미국 1,034 $642,500,000

9 Andersen Legal* 국,
네덜란드

2,880 $590,000,000

9 Shearman & Sterling 미국 887 $590,000,000
11 Mayer, Brown & Platt 미국 884 $533,500,000
12 Davis Polk & Wardwell 미국 565 $525,000,000
13 Sullivan & Cromwell 미국 538 $516,500,000
14 Morgan, Lewis & Bockius 미국 1,005 $515,500,000
15 Weil, Gotshal & Manges 미국 797 $505,500,000
16 McDermott, Will & Emery 미국 906 $503,000,000
17 Simpson Thacher & Bartlett 미국 575 $500,000,000
18 White & Case 미국 1,150 $491,000,000
19 Brobeck, Phleger & Harrison 미국 796 $476,000,000
20 Sidley & Austin 미국 837 $473,000,000

출처: The American Laywer, 2001년 11월호.
총매출액(Gross Revenue)은 2000-2001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미국과 
캐나다 로펌은 The American Lawyer 2001년 7월호의 The Am Law 100에서, 국 로

펌은 Legal Business 2001년 9월호의 The Legal Business 100에서, 호주 로펌은 
BRW.com.au (2001년 9월27일-10월3일)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 Andersen Legal은 모 기업인 회계법인 Arthur Andersen이 엔론 회계 부정사건에 
결부돼 2002년 초 공중분해돼 지역별로 KPMG의 법률 부문인 Klegal, Deloitte Touch 
Tohmatsu, Ernst & Young 등으로 흡수 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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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2위는 미국의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이다. 2000년도 

매출액은 11억 달러가 넘는다. 2001년 기준으로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린 

로펌 대열에 Baker & McKenzie도 포함됐다.16) 한편 세계 100대 로펌의 매출

액 총계는 3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17)

<표 2> 변호사 수 기준 세계 최대 로펌과 세계화 비율

순위 이  름
주 사무소 

소재지

고용

변호사 수*
본국 밖에 있는 

변호사 비율
진출국

1 Baker & McKenzie 미국 2,923 80% 31

2 Andersen Legal* 국,
네덜란드

2,880 n/a 36

3 Clifford Chance 국 2,868 80% 14
4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국 2,030 56% 15
5 Allen & Overy 국 1,912 61% 15
6 Eversheds 국 1,864 2% 7

7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미국 1,504 8% 11

8 Linklaters 국 1,400 48% 12
9 Jones, Day, Reavis & Pogue 미국 1,330 13% 11
10 White & Case 미국 1,150 56% 24
11 Lovells 국 1,130 52% 13
12 Holland & Knight 미국 1,035 2% 4
13 Latham & Watkins 미국 1,034 6% 7
14 Morgan, Lewis & Bockius 미국 1,005 4% 5
15 DLA 국 996 4% 3
16 Mallesons Stephen Jaques 호주 987 2% 3

17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미국 943 3% 4

18 Herbert Smith 국 918 34% 9
19 McDermott, Will & Emery 미국 906 0% 1
20 Shearman & Sterling 미국 887 32% 9

출처 : The American Laywer, 2001년 11월호.

16) 2001년 Skadden Arps는 12억2500만 달러, Baker & McKenzie는 10억 달러의 매
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The American Lawyer, July 2, 2000. (visited Nov. 14, 2002) 
<http://www.law.com/special/professionals/amlaw/2002/amlaw100/amlaw_100main.shtml>.

17) “The Global 100,” The American Lawyer, Oct. 31, 200. (visited Nov. 14, 2002) 
<http://www.law.com/servlet/ContentServer?pagename=OpenMarket/Xcelerate/View&c=Law
Article&cid=1015973979880&t=LawArticle>. 이 자료는 미국의 The American Lawyer와 
국의 Legal Business가 각각 조사 발표한 수치를 토대로 재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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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의 Baker & McKenzie가 세계 최

대규모다. <표 2> 참조. 시카고에서 시작한 Baker & McKenzie는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 미국 이외에서 근무하는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의 80%에 달한다. 

Clifford Chance도 국 이외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비율이 80%로 Baker & 

McKenzie와 함께 가장 세계화된 로펌이다. <표 1>과 <표 2>에서 알 수 있듯

이 매출액 상위 6위권 로펌들은 Skadden, Arps를 제외하면 모두 로벌 비중

이 높다. Skadden, Arps는 전통적으로 뉴욕의 월스트리트 이외 지역에는 관심

이 없는 로펌으로 유명하나 최근에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고 있다.

<표 3> 90년대 로펌의 성장

93년 이 름 소속국파트너
고용 

변호사

변호사 

총계

2000
년

이 름: ( )는
93년 순위

소속국파트너 
고용

변호사

변호사 

총계

1 Baker &
McKenzie

US 506 1127 1633  1 Baker & 
McKenzie

US 588 2037 2625

2
Clifford
Chance UK 230  926 1156  2 Clifford Chance UK 580 2020 2600

3
Jones Day 
Reavis & 
Pogue

US 407 658 1065  3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US 314 1052 1366

4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US 229 785 1014  4 Freshfields (12) UK 277 1050 1327

5 Fulbright & 
Jaworski

US 265 474 739  5 Jones Day 
Reavis & Pogue

US 416 903 1319

6
Sidley & 
Austin US 273 448 721  6

Allen & Overy 
(22) UK 265 1020 1285

7 Eversheds UK 204 500 704  7 Eversheds UK 386 676 1062

8
Linklaters & 
Paines

UK 140 548 688  8 Linklaters UK 229 807 1036

9 Gibson Dunn 
& Crutcher

US 232 450 682  9 White & Case 
(37)

US 218 799 1017

10
O'Melveney & 
Myers US 177 503 680 10

Latham & 
Watkins (24) US 322 662 984

* “Dateline 2000: The World's Biggest Firms,” Int'l Financial Law Review, 1월호 기
준으로 재구성.

<표 3>은 1993년과 2000년의 세계 10대 로펌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는 90
년대 로벌화가 법무서비스 시장에 미친 향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93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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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00년까지 가장 급성장한 로펌은 국의 Allen & Overy(127.8%), Clifford 

Chance(127.0%)와 미국의 White & Case(124.9%) 등이다.18) 특히 White & 

Case는 93년 변호사 수 448명으로 세계 37위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변호

사 수 1017명의 세계 9위 규모로 성장했다. 이들 로펌의 특징은 로벌화에 

적극적이었다는 것. <표 2>에서 보듯 본사 소재지 국가 이외에서 근무하는 변

호사 비율이 Clifford Chance는 80%, Allen & Overy는 61%, White & Case는 
56%에 달한다.

이상의 <표 1, 2, 3>을 중심으로 최근 세계의 로펌시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로펌이 대형화하고 있다. 1993년 세계 40대 로펌의 평균 변호사 수는 

621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921명으로 48% 증가했다.19) 이러한 수치 증가는 

세계 법무서비스 시장에서 덩치 키우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규모가 클수록 사건 수임에 유리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둘째, 세계 법무서비스 시장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압도적이다. 100대 로펌 

중 81개가 미국계이며, 100대 로펌의 총매출액 중 77%가 미국계에서 나왔다. 

미국 로펌은 세계 경제질서의 중심 축인 미국 경제를 배경으로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으나,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는 외국 로펌은 없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20) 국의 Clifford Chance가 2000년 미국의 Rogers & 
Wells를 합병하면서 국 로펌의 미국 상륙을 예고하는 전망도 있었으나, 그 

후 별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셋째, 국 로펌의 성장이 눈에 띈다. 국의 일류 로펌들은 세계 10대 로

펌 안에 5개가 포함되는 등 매출액 기준이나 변호사 수 기준에서 세계 최대 

18) “Dateline 2000: The World's Biggest Firms,” Int'l Financial Law Review, Jan. 
2000. (visited Nov. 14, 2002) <http://www.legalmediagroup.com/IFLR/includes/print.asp? 
SID=296>.

19) Int'l Financial Law Review, Jan. 2000. (visited Nov. 14, 2002) <http://www. 
legalmediagroup.com/IFLR/includes/print.asp?SID=296>.

20)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로펌의 규모를 보면 Rogers & Wells와 합병한 
Clifford Chance가 69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Allen & Overy 68명,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68명, Linklaters 62명 순으로 1위와의 차이가 많이 난다. Nathan 
Koppel, “North America at a Glance,” The American Lawyer, Oct. 30, 2001. (visited Nov. 
14, 2002) <http://www.law.com/servlet/ContentServer?pagename=OpenMarket/Xcelerate/View 
&c=LawArticle&cid=1015973978377&live=true&cst=1&pc=0&p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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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이는 런던 소재 로펌들이 90년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EU 국가의 로펌을 지속적으로 흡수합병한 결과다. <표 3>에서 보듯 93년 세

계 10대 로펌에 포함된 국 로펌은 Clifford Chance, Eversheds, Linklaters & 

Paines 등 3개에 불과했다. 이 같은 국 로펌의 상대적 우위는 법무서비스가 

단순히 한 국가의 경제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알려 주고 있다.

넷째, 호주 로펌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형화에 성공했다. 세계 100대 로펌에 
호주 로펌이 셋이나 포함돼 있다. 호주 최대 로펌인 Mallesons Stephen Jaques

로 2000년 2억 988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세계 85번째 규모다. Minter Ellison

은 2억 288억 달러, Freehills는 1억8947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들 로펌

들은 변호사 수도 각각 987명, 804명, 626명에 달한다. 미국과 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 세계 100대 로펌에 포함된 나라는 호주, 캐나다(1개, MaCarthy 

Tetrault)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세계의 법무서비스 시장은 어권 국가의 로펌들에 의해 완전히 장

악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법무서비스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 미국, 호주의 로펌들은 대부분 로벌화 전략을 통해 성공한 로펌들이다.

3. 로펌의 대형화에 대한 이론적 분석

미계 로펌의 외형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초대형 규모라는 것이다. 변호

사 수나 매출액에서 미계 로펌은 다른 국가의 로펌을 월등히 압도한다.21) 
로펌이 날로 대형화하는 원인은 수요, 공급, 규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 수요 측면에서의 설명

(1) 대형 프로젝트의 증가

변호사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혼자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손해배상, 부동산 매매, 이혼, 상속, 형사 사건 등 맡는 일의 성격이나 규

모가 매번 다르다. 로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수합병, 기업 매각, 증권화, 

해외 증시상장, 공정거래, 조세 등 일의 성격이나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로

21) 유럽 경제의 주축인 독일의 경우 순수한 독일계 로펌 중 최대 로펌인 Hengeler 
Mueller의 연간 매출은 9649만 달러에 그친다. 이는 세계 100위권 로펌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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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화가 국제 거래를 활성화, 대형화하면서 로펌이 맡는 프로젝트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일의 성격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국적이 다른 두 기업의 합병을 다

룰 때면 증권, 세금, 환경, 공정거래 등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달라붙

어 처리해야 한다.

메가로펌의 출현은 기업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방안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는 일시에 얼마나 많은 변호사를 동원할 수 있느
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물론 대형 프로젝트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로펌이 

반드시 자체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로펌과 연합(syndication)해서 

외형을 키울 수도 있다. 외부 연합이냐, 인력 확충을 통한 내부성장22)이냐의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로펌은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비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수요 전망이다. 대형 프로젝트가 얼마
나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냐는 전망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게 된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다른 로펌과 연합

(syndicate)하는 방안을 선호된다. 연합은 내부 비용(internal cost)을 증가시키지 

않고 대형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사안별로 

파트너를 잘 선정하면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서게 되면 상황은 달

라진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전체 일을 조정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커지기 때

문에 여러 작은 로펌들이 연합한 형태보다는 단일 로펌에 대한 수요가 커진

다. 또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연합에 따른 감독비용(monitoring)은 증가하기 마

련이다. 반면에 내부 비용(internal cost)은 프로젝트 규모에 상관없이 고정적이

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로펌들은 내부 성장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다. 여기에 선두 로펌들이 몸집 불리기를 통해 수주 경쟁에 나설 
경우 연합을 통해 균형을 이뤘던 로펌 업계는 지각변동이 발생한다. 프로젝트

를 공동으로 수주할 파트너를 찾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

아진 로펌들도 어쩔 수 없이 규모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한 연구보고서

는 지난 20년간 대형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로펌들은 연합보다는 내부 성장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결론지었다.23)

22) 여기서는 편의상 다른 로펌과의 인수 합병도 내부 성장으로 간주했다.
23) Randall S. Thomas et al., “Megafirms,” 80 N.C.L. Rev. 115, 118(2001).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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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스톱 서비스 요구

기업의 원스톱 서비스 요구도 메가 로펌 출현의 주요 원인이다. 국제 거래

가 복잡해지면서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미국의 대형 로펌은 변호사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업무도 

다양하다. 대형 로펌은 법률 자문, 서류 작성, 송무 등 기존의 변호사 업무뿐

만 아니라 향후 정부 정책 및 입법 동향 파악, 대정부 로비까지 수행하고 있
다. 특히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로펌은 상이한 

법률제도를 비교분석해서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지역의 법률을 자문하는 일까

지 담당했다. 최근 다국적 기업의 원스톱 서비스는 업무분야 뿐만 아니라 지

역적 다양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로

펌들은 자체 인력보강이나 M&A를 통해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미국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는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의 성

장과장은 메가로펌의 출현을 잘 설명해 준다.24) Skadden은 1948년 Marshall 

Skadden, Les Arps, John Slate 등 세 변호사가 창설한 작은 로펌이었으나 1970

년대 Joseph Flom이 기업 인수합병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면서 성장기에 들어섰

다. 특히 1980년대 M&A 붐이 일었을 때 대형 거래에 많이 참여하면서 M&A 

최고 로펌으로 부상했다. 그 때만 해도 Skadden은 M&A만 담당하고 기업의 다
른 법무서비스 수요에는 관심이 없었다. 필요할 경우 다른 로펌과 연합하는 방

식을 택했다. 하지만 기업의 원스톱 서비스 욕구를 읽고 Skadden은 점차 다른 

분야로 업무범위를 넓혀 지금은 멀티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벌 로펌이 됐다.25)

최근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로펌간 합병도 기업의 원스톱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다른 지역에 대

한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게 됐고, 그 결과 한 로펌에서 모든 것을 처리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구에 따르면 대형화 현상은 로펌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로벌화에 따른 대형 프

로젝트의 증가는 처음에 대형 회계 법인을 탄생시켰고, 투자은행, 로펌 등 다른 전문가 
직역에까지 메가펌(mega firm)을 탄생시켰다.

24) Id., at 142.
25) Skadden, Arps와 대조적인 로펌으로는 Wachtell Lipton이 있다. Wachtell Lipton

도 M&A 분야에 전문화된 로펌인데 Skadden과 달리 연합(syndication) 전략을 고수하
면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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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 측면에서의 설명

로펌의 성장 원인을 공급 측면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대표적인 것이 토너

먼트 이론이다.26) 이 견해에 의하면 유능한 변호사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건을 맡게 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유능한 변호사는 고용 
변호사(associate)를 여러 명 채용하고, 이들 보조 변호사를 효율적으로 감독하

기 위해 승자만 파트너(partner)로 발탁하는 토너먼트를 운 하는 것이 로펌 

경 의 핵심이라고 이 견해는 주장한다. 이 토너먼트 이론에 따르면 로펌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새로 파트너가 된 사람은 또 여러 명의 보조 변호

사가 필요하므로 토너먼트의 승자비율, 즉 파트너 변호사 대 고용 변호사의 

비율만 일정하게 유지하면 로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공급 측면만으로는 최근 급팽창한 메가 로펌의 성장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최근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히 한 로펌의 내부 팽창이 아니

기 때문이다. 다른 로펌과의 합병, 파트너 변호사의 로펌간 이동 등은 토너먼

트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다. 규제 측면에서의 설명

메가 로펌이 탄생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규제 완화에 있다. 법무서비스 시

장의 규제 완화가 논의되기 전까지는 로펌은 자기 지역에서 적절한 규모로 성

장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거래에 수반되는 법무서비스는 다른 지역의 변호사

와 연계(syndicate)해서 처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 완화는 로펌의 대외적 팽창에 큰 향을 미쳤다.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의 창설로 유럽 

국가 사이에 국경이 사라진 것이다. 두 번째는 복수전문직간 동업(MDP: 

Multidisciplinary Partnership)의 허용이며, 세 번째는 WTO/GATS에 따른 법무

시장 개방 협상이다.

유럽공동체의 창설로 8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국가간 장벽이 서서히 사라지
고 여러 국가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가 늘어나게 됐다. 이는 새로운 법무서

비스의 수요가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기 지역에만 기반을 둔 기존의 

26) David B. Wilkins & Mitu Gulati, “Reconceiving the Tournament of Lawyers: 
Tracking, Seeding, and Information Control in the Internal Labor Markets of Elite Law 
Firms,” 84 Va. L. Rev. 1581(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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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로펌들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국과 미국의 대형 로펌들은 이 기

회를 충분히 활용했다. 특히 국 로펌들은 유럽 로펌들을 흡수합병하는 전략

으로 시장을 장악했다.

유럽 법률시장은 소위 ‘빅5’로 불리우는 대형 회계법인27)에 의해서 크게 잠

식된 상태다. 회계법인들은 세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데서 시작해 점

차 업 범위를 넓혀왔다. 대형 회계법인의 주요 고객은 기업이기 때문에 회
계법인이 회계, 경 컨설팅에 이어 법무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되면 원스톱 서

비스를 완벽하게 구현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법률에 대한 서비스

를 주축으로 하는 로펌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껄끄러운 경쟁자가 나타난 셈이

다. 실제로 90년대 대형 회계법인들은 기존 로펌을 인수하며 유럽 법무서비스 

시장을 크게 잠식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WTO/GATS 협상도 메가로펌의 출현을 촉진시켰다. 그 
폭발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국의 메가로펌들이 최근 

중국 등 아시아에 사무소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그 적절한 예라고 생각한다.

Ⅲ. 독일의 사례 연구

독일의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 나

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첫째 독일은 외국 로펌의 향으로 국내 

변호사 시장이 가장 극심하게 변모한 대표적인 국가다. 최근 몇 년간 외국 로

펌들은 독일에 앞다퉈 진입했고, 독일 로펌들은 대부분 흡수 합병되면서 변호

사 사회가 크게 흔들렸다.28) 정상급 로펌들조차 외국 로펌과 손잡지 못하고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인상을 줄 정도 다.29)

둘째, 독일은 우리 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이다. 대륙법의 대표적인 국가

27) ‘빅 5’는 Arthur Andersen, DeLoitte Touche Tohmatsu, Ernst & Young, 
PricewaterhouseCoopers, KPMG를 말한다. 하지만 2002년 Arthur Andersen이 회계 부정
사건에 휘말리면서 몰락, DeLoitte Touche에게 넘어가면서 ‘빅 4’로 바뀌었다.

28) Nick Ferguson, “Merger Fever Grips German Market,” Int'l Financial Law 
Review, Sep. 1999. “Foreign Influence Pushes German Lawyers into New Mergers,” 
Int'l Financial Law Review, Jan. 1997. Aric Press, “Lessons From the Global 100,” 
The American Lawyer, Nov. 2001. 등 참조

29) Martin Henssler & Laurel S. Terry, “Lawyers without Frontiers: A View from 
Germany,” 19 Dick. J. Int'l L. 269, 27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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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독일의 변호사들이 미법계 국가에서 성장한 변호사들을 만나 어떻게 변

화됐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시장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독일의 변호사는 준 사법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고 성장해 변호사의 전문직업

(profession)을 중시하는데 반해 미계 변호사는 변호사 일을 사업(business)이

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독일은 현재 복수전문직간 동업(Multidisciplinary Partnership)을 허용할 
정도로 변호사 시장을 국내외적으로 완전히 개방한 국가다. 변호사와 비변호

사와의 동업은 세계에서 호주, 네덜란드, 북캐나다 등 극히 일부 국가만 허용

하고 있다. 변호사 시장 개방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겠다. 독일 변호사 시장

에 대한 연구는 향후 우리 나라의 변호사 시장개방의 속도와 그 성과를 검토

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1. 독일의 법무서비스 시장 개관

독일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법무서비스 시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30) 

특히 90년대 말 도이치 방크, 다임러-벤츠, 훼스트(Hoechst), 도이치 텔레콤 등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외국에서 파트너를 찾으면서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

요가 급증하게 됐다. 1997년 새로 도입된 Neuer Markt 역시 법무서비스에 대

한 수요 증가에 기여했다.31)

하지만 독일의 변호사들은 전통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혼자 또는 소규

모로 사무실을 운 해오고 있었다. 이는 대륙법계통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이

기도 하다. 변호사의 업무는 주로 송무에 국한됐고, 기업의 경 에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변호사가 사업 전반에 걸친 고문 역할을 하거나 

전문 변호사끼리 합쳐서 로펌을 만드는데 미 국가보다 뒤쳐졌다.32)

독일에 본격적인 로펌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다. 그 전까

지 독일에선 대형 로펌이라고 해야 변호사 수 20-30명에 불과했다. 독일 로펌

30) 독일에는 500개의 로펌과 5만 명의 변호사가 있으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변호사 
수임료 전체는 연간 75억 파운드라고 한다. 반면에 국의 변호사(Commercial Lawyer) 
수는 2만 2000명 정도다. Bronwyn Eyre, “European Partner Profits,” Commercial 
Lawyer, Aug. 2000.

31) The Neuer Markt은 미국의 Nasdaq과 비슷한 증권시장으로 1997년 3월 처음 
개장했다.

32) Trubek et al., supra note 13, at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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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기를 살펴보면 크게 두 차례의 인수합병(M&A) 열풍이 있었다. 첫 번

째는 로펌이 사무소를 두 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허용된 1989년 이후 발생했

다.33) 그 전까지 독일 로펌은 한 지역에서만 업해야 했고, 파트너 수도 20

명을 넘을 수 없었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발전하고 

있었고, 로펌 역시 지역 특성에 맞게 성장했다. 프랑크푸르트는 금융의 중심

지, 뒤셀도르프는 산업의 중심지, 뮌헨은 기술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
다.34) 사무소 제한이 풀리자 90년대 초 서로 다른 지역 로펌들이 합병해 전국 

규모의 로펌이 탄생하는 M&A 붐이 일었다. 현재 순수 독일계로 최대 로펌인 

Hengeler Mueller도 1991년 프랑크푸르트와 뒤셀도르프에 있던 지역 로펌들이 

합병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나중에 미계 로펌에 흡수합병된 Bruckhaus, 

Oppenhoff, Punder 등도 모두 90년대 초반 지역간 합병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당시 전국 규모의 로펌도 변호사 수가 많지 않았다. 90년대 후반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서로 합종연횡하며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 싸움을 벌

렸을 때 독일 로펌들은 규모가 작아 사건을 수임하는 데 크게 불리했다. 독일

에서 한 로펌이 한꺼번에 끌어 모을 수 있는 변호사는 200명 내외에 불과했

다. 1,000명이 넘는 미국과 국의 로펌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때 

독일 변호사들이 잊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자

동차 회사 다임러벤츠사가 1998년 미국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사와 합병할 
때의 일이다. 벤츠사는 독일 로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미국의 Shearman & 

Sterling에 법률자문을 맡겼다. 이 것은 독일 변호사 시장을 흔드는 엄청난 사

건이었다. 합병 규모가 920억 달러로 법률 자문료 역시 천문학적인 숫자 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벤츠와 크라이슬러의 합병은 독일법에 따라 진행되고, 합

병후 회사도 다임러-크라이슬러 AG라는 독일 회사로 만들어지는데 독일 로펌

이 배제된 채 합병이 진행된 것이 충격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독일 로
펌들은 국제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대규모 로펌 역시 외국에서 합병할 대

상을 찾기 시작했다.35)

33) Henssler & Terry, supra note 29, at 274.
34) “Going Deutsch,” Worldlaw Business, Feb. 1, 2001. (visited Nov. 14, 2002) 

<http://www.legalmediagroup.com/default.asp?Page=1&SID=6373&Type=WLBFeatures&Co
untryName=&CH=4&str=going%20deutsch%20>.

35) Nick Ferguson, “Daimler-Chrysler: A Sign of the Times?,” Int'l Financial Law 
Review, Jul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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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독일의 대형 로펌 상위 10개(매출액 기준)

순 위 이 름 소속국 연간 수임료 변호사 수

1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국 + 독일 $148,049,000 342
2 Clifford Chance Punder  국 + 독일 $127,710,000 230
3 Linklaters Offenhoff & Radler  국 + 독일 $122,980,000 269
4 Hengeler Mueller  독일 $96,492,000 170
5 Haarmann, Hemmelrath  독일* $85,140,000 211
6 Lovells Boesebeck Droste  국 + 독일 $80,410,000 225

7 CMS Hasche Sigle Eschenlohr 
Peltzer Schafer  국 + 독일 $71,423,000 250

8 BBLP Beiten Burkhardt Mittl 
& Wegener  독일** $61,490,000 170

9 White & Case, Feddersen  미국 + 독일 $57,233,000 159
10 Andersen Luther  국 + 독일 $47,300,000 216

출처: Western Europe at a Glance, The American Lawyer, Oct. 30, 2001, (visited 
at Nov. 14, 2002)
<http://www.law.com/servlet/ContentServer?pagename=OpenMarket/Xcelerate/Vi
ew&c=LawArticle&cid=1015973983357&live=true&cst=1&pc=0&pa=0>.

* Haarmann, Hemmelrath & Partner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모여 1987년 
뮌헨에서 설립한 MDPs임.

** BBLP는 유럽 로펌 연합임. 이 로펌은 2002년1월 KPMG Treuhand & Goerdeler
에 합병돼 KPMG Beiten Burkhardt로 바뀜.

미계 로펌들이 독일 법무서비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두 번째 M&A 열풍이 

시작됐다. 결과는 미 로펌의 완승이었다(<표 4> 참조). 독일 로펌들은 미 

로펌들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마이노리티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1998년 앵

로색슨계 로펌들이 독일 시장에 대규모로 상륙한 이후 독일의 변호사 업계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6) 현재 순수 독일 혈통을 고집

하고 있는 국제 규모의 로펌은 Hengeler Mueller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로

펌들은 대부분 미 로펌에 흡수합병됐거나 긴 한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37) 

독일의 파트너 변호사는 합병 후 인터내셔널 로펌에서 주니어 파트너도 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36) Hessler & Terry, supra note 29, at 272.
37) Haarmann, Hemmelrath는 순수 독일계로 조세 분야의 최고이기는 하지만 복수

전문직간 동업(MDP)이라는 점에서 독일 법무서비스 시장의 외국 지배를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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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변호사 시장 개방

현재 독일에선 외국 변호사라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EU 국가의 

변호사에게는 거의 제한이 없다. 외국인이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다.

가. 독일 변호사 자격증 취득

변호사 업무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38) 그러나 변호사 

자격(Rechtsanwalt)을 취득하는데 국적을 요구하지 않는다.39) 따라서 외국인이

라도 필요한 대학 교육을 받고 1, 2차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대학 교육을 받는 데 보통 4-5년 소요되며, 그 후 2년간 실무훈련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변호사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40)

나. EU 회원국 변호사의 경우

EU 회원국의 변호사는 특별한 시험인 적응 테스트(aptitude test)만 통과하면 

독일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활동할 수 있다.41) 이러한 변호사도 독일 변호사와 
똑같은 권리 의무를 갖는다. 이는 EU 국가의 고등교육의 수준이 서로 같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자국에서 최소한 3년 공부하고 그 곳에서 완전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어느 EU 국가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다.42) 따라서 적응 테스트는 EU 국가간 법률제도와 실무 관행의 중대한 차이 

때문에 다른 EU국가 변호사가 독일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추가 지식을 테

스트하는 데 그친다.43)

2000년 3월부터는 EU 변호사가 적응테스트를 보지 않고도 다른 EU 국가에

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늘었다.44) 자국의 변호사 자격으로 등

38) § 4 Bundesrechtsanwaltsordnung(BRAO) (visited Nov. 14, 2002) <http://www.jusline. 
de/juslinede/hlp/brao/brao004.html>.

39) Hessler & Terry, supra note 29, at 285.
40) Id.
41) Art. 4 1 (b) Dir 89/48/EEC; § 16 Gesetz zur Umsetzung von Richtlinien der 

Europaischen Gemeinschaft auf dem Gebiet des Berufsrechts der Rechtsanwalte 
(EuRAG) (visited Nov. 14, 2002) <http://www.brak.de/seiten/pdf/EuRAG.pdf>.

42) Hessler & Terry, supra note 29, at 287.
43) Art. 1 (g) Dir. 89/48. 독일법으로는 § 17 EuRAG.



2002. 12.] 법의 세계화와 미 로펌의 세계 지배 295

록해서 독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45) 이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독

일 변호사(Rechtsanwalt)와 똑같은 자격이 주어진다.46) 하지만 이 기간동안 독

일에서 독일법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다. GATS(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따른 변호사 활동

WTO 회원국의 변호사는 GATS 협정의 취지에 따라 독일에서 일할 수 있

으나 제한이 많다. WTO 회원국 변호사는 자국법과 자국에 관련되는 법률 문

제만 자문할 수 있을 뿐, 다른 제3국이나 EU법, 국제법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47) GATS에 따른 변호사로 등록하려면 그 사람의 직업
이 독일 변호사(Rechtsanwalt)와 동일한 업무이어야 한다.48) EU 회원국 변호사

와 달리 외국 변호사가 모국에서 실무를 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49) 독일 

법무부는 특정 국가의 일정한 직업에 대해서 독일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임을 

인정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 1995년 최초로 미국 변호사를 동등한 자격이

라고 법적으로 인정했다.50) 하지만 1999년 8월 현재 GATS 규정을 이용해 등

록한 외국 변호사는 40명에 불과하고, 그 중 34명이 미국 변호사일 정도로 
GATS 변호사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51)

GATS 변호사는 모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을 사용해서 활동하려는 지

역의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한다.52) 모국의 관계당국이 발행한 변호사 확인서

는 매해 제출해야 한다.53) 외국 변호사는 독일 변호사회의 회원으로 등록함으

로써 독일 윤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54)

44) Directive 98/5/EC.
45) § 2 EuRAG.
46) § 11 EuRAG; Art. 10 Dir 98/5.
47) § 206 1 BRAO. Henssler & Terry, supra note 29, at 288 참조.
48) § 206 1 BRAO.
49) Henssler & Terry, supra note 29, at 288.
50) Henssler & Terry, supra note 29, at 288.
51) Id., at 288-289.
52) § 207 4 BRAO.
53) § 207 1 BRAO.
54) § 207 2 B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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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변호사와의 동업(MDP) 문제

독일은 변호사가 비변호사 전문가와 동업하는 것을 허용한다.55) 비변호사 

전문가란 특허 변호사, 세무사, 공증인, 회계사 등을 말한다. MDP의 허용 문

제는 지난 몇 년간 미국 등에서 큰 논란을 빚었지만 독일에서는 수십 년 전부

터 별 저항 없이 허용돼 왔다. 주로 지방에서 변호사 몇 명과 회계사, 세무사 

등이 동업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을 뿐, 일류 로펌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그러

다가 90년대 초 소위 ‘빅5’가 독일에서 사업을 확장시킬 좋은 수단으로 MDP

을 활용하면서 MDP가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56)

그러나 독일의 법률시장은 미국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MDP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우선 독일에서 변호사는 법무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57) 회계사나 세무사는 법률에 대한 자문이나 

계약 협상 등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회계사의 사회적 지위는 미

국보다 훨씬 높고 윤리적 규제도 많이 받는다.58) 또 미국과 달리 회계사가 감

사 중 알게 된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비 보

호 의무와 공시 의무 사이의 이익 충돌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59)

독일의 경우 변호사는 변호사가 과반수가 아닌 조직의 파트너가 될 수 없으

며,60) 회계사는 회계사가 과반수가 아닌 조직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규제

는 남아 있다.61) 독일에 진출한 ‘빅 5’ 로펌들은 회계법인 안에 별도의 법인인 

로펌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규제마저 피해가고 있다.62) 로펌은 변호사들로 구

성하고, 그 로펌의 파트너는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되는 방식이다.

55) Laurel S. Terry, “German MDPs: Lessens to Learn,” 84 Minn. L. Rev. 1547, 
1565(2000). 현재 MDPs가 허용되는 곳은 독일을 비롯해 미국의 워싱톤 D.C., 네덜란
드, 북캐나다, 호주의 New South Wales 등이며, 호주, 국, 웨일즈, 캐나다, 프랑스 등
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Nancy L. Kaszak, supra note 10, at 14-15 참조.

56) Hessler & Terry, supra note 29, at 296.
57) Art.1 § 1 Rechtsberatungsgesetz(RBerG) (visited Nov. 14) <http://www.pflegegutachter. 

org/rberg.htm>. 이 법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
로 제정됐다.

58) Hessler & Terry, supra note 29, at 297.
59) Terry, supra note 55, at 1594.
60) § 59e 3 BRAO.
61) § 28 2 Wirtschaftspruferordnung(visited at Nov. 14, 2002) <www.wpk.de/pdf/wpo.pdf>.
62) Terry, supra note 55, at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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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 로펌의 진출과 독일 로펌의 대응

가. 국 로펌의 독일 진출

국 로펌은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국내 경제 규모가 작

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의 호황 불황에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 로펌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아 해외로 일찌감치 나갔다. 둘째, 유럽 대륙의 경쟁 로펌
보다 규모가 커야 로펌간 합병이나 협력 사업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로펌간 인수합병 붐이 일었을 

때 국 로펌이 어느 나라보다 더 적극적이었음은 <표 4>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국 로펌이 독일에 진출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독일 일류 로펌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이다. 

Linklaters가 Oppenhoff를 합병한 것이나,63) Freshfields가 Deringer과 Bruckhaus
을 합병한 것,64) Clifford Chance가 Punder를 합병한 것,65) Lovell & White이 

Boesebeck Droste를 합병한 것66)이 그 예이다. 이처럼 국의 magic circle 로

펌67)들은 독일의 일류 로펌들과 짝짓기를 통해서 규모를 더욱 키웠다.

63) 국의 Linklaters는 2001년 1월 독일의 Oppenhoff & Radler와 합병했다.
64) 국의 Freshfields는 독일의 Deringer Tessin Herrmann & Sedemund와 2000년 

1월1일합병해 변호사 수를 1339명으로 늘렸다가 2000년8월1일 독일의 Bruckhaus 
Westrick Heller Loeber와 또 다시 합병해 변호사 수를 1800명으로 늘렸다. “Legal 
Market: Freshfields, Clifford Chance Seal German Mergers,” Int'l Finanacial Law 
Review, Oct. 1999. Bruckhaus와의 합병 때는 Bruckhaus 변호사 중 30%가 반대해 합병
이 무산될 위기에 빠지기도 했으나, Freshfields 쪽이 로펌의 국제적인 명칭을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로 하는 데 동의하는 등 몇 가지 주요 쟁점에서 양보해 
결국 합병에 이르 다. Emma Vere-Jones, “Merge, or We'll Raid You! The Freshfields 
Gambit,” Commericial Lawyer, Oct. 2001.

65) Clifford Chance는 1999년 9월 Punder와 2000년1월1일부로 합병하기로 결의했
다. 이 당시 합병후 로펌은 세계 30개 지역에 2700명 정도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었
다. “Legal Market: Freshfields, Clifford Chance Seal German Mergers,” Int'l Finanacial 
Law Review, Oct. 1999

66) 국의 Lovell White Durrant와 독일의 Boesebeck Droste는 2000년1월1일자로 
합병했다. 합병 발표 당시 변호사 수는 2,128명으로 유럽에서 4번째 거대한 로펌이 됐
다. Lovells는 그 후 2001년 5월1일자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로펌 Ekelmans Den 
Hollander을 합병했으며 그해 11월1일자로 프랑스 로펌 Simeon & Associes를 합병하는 
등 규모를 계속 키웠다.

67) magic circle 로펌이란 흔히 국의 최고 로펌 5개를 말한다. 국은 magic 
circle 소재 로펌과 여타 로펌간에 규모 차이가 크다. magic circle 로펌은 매출액이나 
변호사 수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제화 정도가 높다. Allen & Overy, Clif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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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은 합병에 이르지는 않아도 전략적 제휴를 한 사례이다. 

Osborne & Clarke이 Westphalen Fritze Modest와, Herbert Smith이 Gleiss와 전

략적 제휴를 맺었다. 세 번째로 독일 로펌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빼와 자기가 

직접 운 하는 독일 사무소를 키우는 방식도 있다. 국의 magic circle 로펌 

중 하나인 Allen & Overy는 프랑크푸트트에 사무소를 차린 후 중간 크기의 

독일 로펌에서 파트너 8명을 스카웃했다.68)

나. 미국 로펌의 독일 진출

국 로펌의 적극 공략에 맞서 독일 로펌들은 일방적으로 지배당하기 않기 

위해 미국 로펌에 의존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했다. 독일 로펌 Punder가 국

의 대형로펌 Clifford Chance와 합병하기에 앞서 미국 로펌 Rogers & Wells와 

먼저 합병한 것이 그 한 예이다. 국, 미국, 독일의 로펌이 합해 초대형 로펌 

Clifford가 탄생한 것은 미국과 독일 로펌을 자극시켰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일류 로펌들은 다른 나라 진출에 큰 관심이 없었다.69) 

월스트리트에서 투자, 은행, M&A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던 로펌들은 

굳이 외국에 나갈 이유가 없었다. Cravath Swaine & Moore, Davis Polk, 
Skadden Arps, Sullivan & Cromwell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70) Cravath의 

경우 뉴욕에서만 활동하며 런던과 홍콩에는 조그만 사무실을 운 할 뿐이다. 

Chance,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inklaters & Alliance, Slaughter & May가 여
기에 속한다. 2000년 이들 5개 로펌이 벌어들인 변호사 수임료는 국 100대 로펌의 
전체 수임료의 37%를 차지했다. The American Lawyer, July 2001 참조.

68) 독일 로펌은 변호사 35명 규모의 Schilling Zutt & Anschutz이었다. Schilling은 
1999년 8 월부터 미국 로펌 Shearman & Sterling과, 2000년 1월부터는 Allen & Overy
과 합병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그 후 Shearman & Sterling과 Allen & Overy는 
Schilling에서 변호사를 각각 8명씩 빼갔다. “Shearman and A&O Share the Spoils in 
Germany,” Int'l Financial Law Review, July 2000.

69) 그러나 미국 로펌들은 일단 해외에 진출하면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
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 뉴욕이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지이며 둘째 미법이 국제거래
의 기초법이며 셋째 미국 로펌들은 대형 국제거래를 처리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의 법무서비스 수출은 20배 늘어난 데 비해 법무서비스 
수입은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Kaszak, supra note 10, at 11. 

70) 이들 로펌은 아직도 로벌화 지수가 낮다. Skadden Arps의 경우 2000-2001년
을 기준으로 미국 외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수는 전체 변호사의 8%에 불과하다. 로벌

화 지수가 가장 높은 Baker & MaKenzie는 이 비율이 80%에 이른다. Davis & Polk와 
Sullivan & Cromwell도 로벌화 지수가 각각 13%, 15%에 불과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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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오랜 고객인 Time Warner가 AOL과 합병할 때 법률자문을 맡았다. 

만약 고객이 다른 나라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면 그 곳에서 가장 유

능한 변호사를 찾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국제화에 대처한다. 반면에 국의 

Clifford, 독일의 Punder와 3각 합병한 미국 로펌 Rogers & Wells는 뉴욕의 정

상급 로펌은 아니었다.71)

1960년대부터 런던이나 파리에 사무소를 개설한 로펌들도 일부 있었다. 하
지만 이들을 순수한 로벌 로펌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웠다. 이들은 유럽의 현

지 고객에게 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으며, 유럽에 진출한 

미국 기업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주된 진출 이유 다.

반면에 미국 로펌 중 White & Case, Shearman & Sterling,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등은 세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공한 경우다.72) 

White & Case는 미국 국내 시장에서는 다른 일류 로펌들과 별로 경쟁하지 않
는다.73) 처음 파리 사무소를 연 것은 1926년이지만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1970년대 말이다. 하지만 magic cirle 로펌들이 자리잡고 있는 런던에서 일류 

로펌이 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유럽 대륙의 새로운 시장에 눈을 돌렸다. 

1999년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를 설립한 후 2000년 7월 독일 로펌 Fedderson, 

Laule, Ewerwahn, Scherzberg, Finkelnburg, Clemm과 합병해 White & Case, 

Fedderson을 설립했다. 당시 Fedderson의 규모는 변호사 178명(파트너 85명 포
함)이었으며 White & Case의 변호사는 1300명에 달했다. 이 흡수 합병은 <표 

4>에서 보듯 미국 로펌과 독일 로펌이 합병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또 1991년 

Shearman & Sterling이 프랑크푸르트와 뒤셀도르프에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미국 로펌의 독일 진출로는 최대 사건이었다.

71) “The Battle of the Atlantic,” The Economist, Feb. 24, 2000. 1990년대 말 Rogers 
& Wells는 사업 축소냐 무모한 성장이냐의 갈림길에 놓 다고 한다. 경쟁은 날로 치열
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로펌으로 성장하기 위해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홍콩 등에 
세운 해외 사무소는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Krysten Crawford, “A Marriage of 
Convenience,” The American Lawyer, Oct. 30, 2001 (visited Nov. 14, 2002) 
<http://www.law.com/servlet/ContentServer?pagename=OpenMarket/Xcelerate/View&c=Law
Article&cid=1015973979047&live=true&cst=1&pc=0&pa=0>.

72) Henssler & Terry, supra note 29, at 278.
73) Alison Frankel, “Who's Going Global?,” The American Lawyer, Nov. 1, 2000. 

(visited Nov. 14, 2002) <http://www.law.com/servlet/ContentServer?pagename=OpenMarket 
/Xcelerate/View&c=LawArticle&cid=1015973962255&live=true&cst=1&pc=0&p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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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에서 미 로펌의 적극적인 공세를 맞아 유일하게 모든 합병 제안

을 거부하고 있는 순수 독일계 로펌은 Hengeler Mueller Weitzel Wirtz가 유일

하다. 이 로펌은 그 대신 국 런던의 Slaughter and May, 미국 뉴욕의 Davis 

Polk와 긴 한 관계를 맺고 초국가적 업무가 있을 때는 서로 협력한다. 고객

을 서로 소개해주는 계약도 맺고 있다.

다. 독일 진출 전략 비교

미 로펌이 독일에 진출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된다. 진출 방식은 보통 독자적인 사무소 개설, 독일 로펌과의 제휴나 합

병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중 사무소 개설 방식은 최근 별로 사용
되지 않고 있다. 성과가 적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Allen & Overy, 

Ashurst Morris Crisp, Davis Polk & Wardwell, Jones, Day, Reavis & Pogue, 

Shearman & Sterling, Skadden Arps 등 많은 미 로펌들이 독일 진출 초기에 

직접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본국의 로펌 이름을 걸

고 사무소를 개설한 후 독일 변호사를 채용해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이다. 하지만 유능한 독일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74) 또 법률 문
화가 다른 곳에서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맞는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쉬

운 일이 아니었다. 그나마 Allen & Overy, Shearman & Sterling 등은 성공한 

경우로 꼽힌다.75) 하지만 이들 역시 일류 독일 로펌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

해서 이기기는 어려웠다.

시행착오를 겪은 후 미 로펌들은 제휴(alliance)나 합병(M&A)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 미 로펌의 본격적인 진출은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휴는 두 로펌이 만나 둘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합병은 둘이 

74) Freshfields의 경우 처음에는 순수하게 자체 성장을 고집했다가 벽에 부딛혀 합
병으로 전략을 바꾼 경우다. 1990년 프랑크푸르트에 처음 사무실을 개설했지만 변호사 
수가 15명 정도에 불과했다. 큰 일을 하고 싶은 유능한 독일 변호사들이 작은 로펌을 
외면했고, Freshfields는 큰 일 거리가 생겨도 담당할 변호사가 모자라 일을 포기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1996년 Freshfield의 대표(Chief Executive) 변호사로 선임된 Alan 
Peck씨는 순수 자체 성장전략을 포기하고 현지 로펌과 합병해서 규모를 키우는 전략으
로 변경했다. Vere-Jones, supra note 64.

75) Hessler & Terry, supra note 29, at 279. Sherman & Sterling의 경우 우수한 로
펌 순위를 조사 발표하는 JeVe Handbuch 2000/2001년 판에 7위를 기록했다. 이 로펌
은 1999/2000 판에서는 17위, 1998/1999 판에서는 24위에 그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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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셋의 성과를 기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휴를 할 

경우 서로 우선적으로 고객을 소개하는 계약(cross-referral relationship)을 맺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익을 서로 나누지 않고, 각자 이름으로 로펌을 운 한다

는 점에서 합병과는 큰 차이가 있다. 독일의 Hengeler, 국의 Slaughter & 

May, 이탈리아의 Chiomenti 등은 순수 국내 로펌으로 해외 업무는 제휴 관계를 

통해서 처리한다.76)

긴 한 제휴관계를 맺다가 합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Freshfelds는 독

일의 Deringer Tessin Herrmann & Sedemund와 제휴를 맺었다가 합병으로 전

환했다. Linklaters도 유럽의 여러 로펌과 제휴로 시작했다가 차례로 합병했다. 

하지만 초국가적인 합병으로 두 세 개 로펌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힘

든 일이기 때문에 둘보다 못한 성과를 낼 수도 있다. 특히 독일 로펌은 앵

로색슨 로펌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성장했으며, 소속 변호사 역시 일을 하는 
방식이나 변호사 일에 대한 신념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합병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쉽지 않다.

4. 합병의 후유증, 개방의 문제점

가. 독일 로펌과 미 로펌의 구조적 차이

(1) 파트너와 고용 변호사 비율 차이

독일 로펌의 경우 파트너 대 고용변호사의 비율이 1대1 정도다. 이 비율이 

1대 4 정도인 미 로펌과는 차이가 크다. 순수 독일계 로펌인 Hengeler는 아

직도 1대1 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파트너 비율이 서로 다른 로펌끼리 합병했

을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젊은 독일 로펌의 파트너들은 합

병 후 로펌에서 파트너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다. 이들은 지분을 인정받지 못
하는 파트너로 남거나 로펌을 떠나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결국 합병의 가장 큰 대가는 분리로 나타난다. 파트너에 비해 고용 변호

사는 보수나 명예가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파트너가 되지 못하면 다른 로펌으

로 옮기거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관례다.

76)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국내 로펌인 Chiomenti는 2001년 미국의 Skadden Arps와 
독점적 고객 이송 계약을 맺었다. Skadden Arps는 규모로는 미국 최대지만 외국 진출
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로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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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방식의 차이

미 로펌은 사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관리 지향적이다. 변호사 개인이 문

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팀이 움직인다. 반면에 독일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개인

이 업무를 처리해왔다. 의뢰인도 로펌보다는 변호사 개인을 훨씬 중시해서 일을 

맡겨 왔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독일 변호사는 미 변호사보다 학문 

지향적이다. 독일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지적 활동(profession)이라고 생각하
는데 반해 미 변호사는 사업(business)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미 로펌이 일찍부터 기업의 형태로 운 된 반면 독일 로펌은 소규모

로 지역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전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에서는 기업형 로펌이 이미 19세기 말부터 형성돼 왔다고 한다.77) 독일에서는 

전국 규모의 로펌이 1990년에나 모습을 나타내 1세기가 뒤진 셈이다.

하지만 독일 로펌들도 차츰 미의 기업형 로펌으로 천천히 모습이 바뀌어 

가고 있다.78) 학구적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지향적이며, 변호사 개인보다는 조

직 관리의 논리가 더 우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의 Linklaters와 독일의 

Oppenhoff가 합병했을 때 Oppenhoff의 시니어 파트너 등 여러 변호사들이 이

탈했던 이유도 로펌 운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Linklaters Oppenhoff

가 국 스타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 변화의 모습

독일의 한 변호사는 독일 로펌과 미 로펌의 합병으로 변화된 독일 법무서

비스 시장의 모습을 로펌의 기업화, 변호사 비용의 상승, 변호사의 잦은 이동 

등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했다.79) 이를 중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합병과 도산의 갈림길

77) Trubek et al., supra note 13, at 423. 현재의 미국식 기업형 로펌은 Cravath, 
Swaine and Moore의 뉴욕 로펌 창시자인 폴 크라바스(Paul Cravath)에 의해 19세기 말
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기업형 로펌을 일컫는 말인 크라바티즘(Cravathism)은 여기에서 
기원한다.

78) Hessler & Terry, supra note 29, at 282.
79) 프랑크푸르트 증권시장의 운 담당기관인 Deutsche Borse의 법무책임자(general 

counsel)인 Heiko Beck씨가 한 법률전문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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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로펌들은 미 로펌들의 적극적인 공세에 눌려 합병되거나 도산하는 

운명에 처했다. 독자적으로 성공한 로펌으로는 Hengeler Mueller 정도에 불과

하다. 독일 10대 로펌 중 하나 던 Gaedertz의 공중분해는 독일 변호사시장의 

새로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Gaedertz는 변호사 수가 200명에 이르는 

대형 로펌이었다.80) 하지만 2001년 3월 Gaedertz는 각 지역 사무소가 국과 

미국의 로펌으로 넘어가면서 해체됐다. 원래 Gaedertz는 국의 Norton Rose
와 합병할 계획이었으나 2000년 11월 Norton Rose가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파트너 변호사들로부터 받지 못함으로써 무산됐다. 그 후 미국의 Latham & 

Watkins가 함부르크 사무소를, Norton Rose가 쾰른 사무소를, 미국의 Mayer, 

Brown & Platt가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를 각각 인수했다. 파트너 변호사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사례는 미 로펌이 진출한 다른 유럽 나라에서도 발견된다. 2001년 
여름 이탈리아 일류 로펌 Chiomenti의 시니어 파트너 4명이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로 자리를 옮겼다. Chiomenti와 Freshfields가 합병을 논의

한 게 불과 몇 달 전이었다. 비슷한 일은 네덜란드에서도 있었다. 1999년 네

덜란드에 진출한 Freshfields는 네덜란드의 톱 클래스 로펌과 합병을 논의하다 

실패하자 네덜란드 로펌에서 파트너를 스카웃하는 전략으로 바꿔 성공했다. 

국의 법률잡지 Commercial Lawyer에서는 이를 “합치자, 그렇지 않으면 잡
아먹는다(Merge, or We'll Raid You!)라는 전략이라고 소개하고 있다.81) 합병

을 논의하면서 상대방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를 파악하고 나면 로벌 로펌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합병을 해도 좋고, 안하더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스

카웃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변호사의 계층 분화

독일 법무서비스 시장의 최근 두드러진 현상은 변호사의 잦은 이동이다. 

미 로펌이 들어오기 전까지 독일 변호사들은 한 로펌에서 근무하는 것을 당연

하다고 생각했다. 파트너 변호사에게 로펌은 결혼보다 더 접한 관계라는 말

이 있을 정도 다.82)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헤드헌터까지 등장할 정도로 변호

80) JuVe Handbuck 1999/2000에 따르면 Gaedertz의 소속 변호사 수는 184명으로 
독일에서 6번째로 큰 로펌이었다.

81) Vere-Jones, supra note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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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이동이 잦아졌다.83) 이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유능한 변호사 뺏어오

기가 시작된 셈이다.

이같은 변호사의 잦은 이동은 변호사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에서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독일에선 변호사를 준사법기관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미 로펌의 진출로 변호사 업무를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확산되

면서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떨어지게 된 것이다.
미 로펌의 진출로 변호사 계층도 분화됐다. 톱 클래스의 독일 변호사들은 

미 로펌 진출로 이익을 본 계층이다. 이들을 스카웃하는데 거액이 오고 간

다.84) 갓 변호사가 된 고용 변호사들도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 종전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간 계층의 평범한 변호사들은 오

히려 피해를 보게 됐다. 종전보다 국제거래 사건을 수임할 기회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월급 파트너가 늘어난 것도 한 특징이다. 독일 로펌은 파트너 비율이 미 

로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로벌화로 외형을 늘린 초대형 로펌들은 갑작스

레 급증한 파트너 때문에 고민이다. 지역마다 파트너의 수익성이 다른데 똑 

같이 대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Oppenhoff가 국의 Linklaters와 합

병했을 때 Oppenhoff의 파트너 1인당 수입은 Linklaters의 절반도 안됐다고 한

다.85) 더구나 국 로펌은 미국 로펌과 달리 파트너가 실적급(merit system)이 
아닌 연공서열에 의한 고정급(lockstep)을 받기 때문에 수익성의 차이를 큰 파

트너를 똑 같이 대우하기 힘들어졌다. 그 결과 파트너의 계층분화가 일어났다. 

종전처럼 지분이 인정되는 파트너(equity partner)와 월급 파트너(salaried 

partner)로 나뉘어 지게 된 것이다.86)

82) “Going Deutsch,” Worldlaw Bus., Feb. 2001. Lovell Boesebeck Droste의 지역 
매니징 파트너인 Herald Seisler씨의 말을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다.

83) 1999년 3월 런던의 헤드헌팅 회사인 QD Legal이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소를 개
설해 독일에 처음으로 법률가를 전문으로 하는 헤드헌팅 회사가 나타났다.

84) 2000년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를 개설한 미국의 Sullivan & Cromwell은 파트너를 
스카웃하기 위해 180만 달러를 제시했다고 한다. Andrew Crooke, “German Lawyers Shun 
Sullivan's Millions,” Sep. 29, 2000. (visited Nov. 14, 2002) <http://www.legalmediagroup. 
com/news/print.asp?SID=4931&CH=>.

85) Henssler & Terry, supra note 29, at 283.
86) 월급제 파트너의 증가는 로벌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Clifford Chance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월급 파트너가 300명에 이르 다. 불과 10년 전에는 월급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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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 비용 증가

일반적으로 독일 소비자는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기업 사건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총 거래가액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 로펌의 향으로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됐다. 사건에 따라서는 예전 방

식이 시간당 청구방식보다 고객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
적으로 시간당 비용 청구방법이 변호사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기 쉽다. 조세

(tax)나 기업(corporate) 전문 변호사 중에는 시간 당 700달러까지 청구하는 경

우도 있다고 한다.87)

변호사 비용증가와 동시에 독일 법무서비스 시장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변호사 쇼핑이다. 미인대회를 운 하듯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로펌에 일을 맡기는 방식도 나타났다. 그러나 미인대회를 운 한다고 해서 전

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크게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법무서비스의 성질상 그 

품질을 미리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번 잘못 판단하면 그 대가가 너

무 크기 때문에 가격만 가지고 로펌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Ⅳ. 우리의 시장 개방 전략에 주는 시사점

1. 시장 개방의 주요 쟁점

UR협상에서 미국, EC, 호주 등이 요구한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요구는 (1) 
외국 변호사의 외국법에 대한 국내 법률자문 (2) 법률사무소 설립 및 본국 법

률사무소 명칭 사용 (3) 국내 변호사와의 공동경 (Partnership) 또는 고용 등

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었다.88)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에 따라 2002년 6

월까지 미국, EU, 일본, 호주 등이 우리 나라에 제출한 양허요청안에도 요구

사항 내용은 비슷하다. 이번 양허요청안에는 외국 변호사를 외국법자문사

너가 한 명도 없었지만 해외 로펌을 합병하면서 시작된 월급 파트너제는 런던 사무소

까지 적용대상으로 확대됐다. Allen & Overy는 처음 파트너가 된 변호사는 모두 월급
제라고 한다. 그러나 Freshfields는 월급 파트너가 자칫 2류 변호사라는 인상을 줄 우려
가 있다는 이유로 월급 파트너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87) Bronywn Eyre, “European Partner Profits,” Commercial Lawyer, Aug. 2000.
88) 김순석, 전게 논문, 15면. 윤여균, “법무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압력과 그 대응

방안”, 저스티스 제34권 제5호(2001. 10),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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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Legal Consultant)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됐다.89) 외국법자문사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 역의 법과 국제법에 대

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외국 변호사를 말한다.

가. 외국법자문사의 요건

시장개방이 된다고 해서 모든 외국 변호사에게 국내 법무서비스 활동을 보

장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국가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변호사로 등록하고 성실

하게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만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

본의 경우 처음에는 요건을 엄격히 요구했다가 차차 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1986년 4월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에 따라 외국법사무변호사가 되려면 (1) 외국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2) 일본 변호사법 

소정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3)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주거 및 

재산적 기초를 가지고 업무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있어야 했다.90) 

그 후 일본은 1994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 등록 후 외국에서 법률사무 

또는 법에 관한 지식에 근거한 법률사무를 한 경험, 다시 말해 일본에서의 법
률사무 종사경력도 통산 2년까지 실무경험으로 인정했다.91) 그 후 98년 개정

에는 실무경험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일본에서의 법률사무 종사경력은 1년

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92)

국내에서도 일본의 예를 따라 개방 첫해는 일본의 1987년 개방 수준을 유

지해 최소 7년을 시행해 본 뒤, 2단계로 일본의 1994년 개방수준으로 개방 폭

을 확대해서 또 다시 최소 4년을 지난 뒤, 3단계로 일본의 1998년 개방수준으
로 확대하자는 견해가 있다.93)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한국계 미국 변호사들의 존재다. 

재미교포 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

89) 문화일보, 2002. 9. 28. 22면.
90) 한견표,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21호(1998. 6), 71면.
91) 한견표, 상게 논문, 73, 76면.
92) 한견표, 상게 논문, 77면.
93) 김순석, 전게 논문, 20-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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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최근 한국에 불고 있는 로스쿨 붐을 생각하면 수 천명에 이를 것

으로 추정된다. 일부 국내 대학은 미국 변호사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마

련해 놓고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94) 하지만 한국계 미국 변호사들의 경우 

미국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부분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기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범위

외국 변호사가 자기가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법에 대한 법률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국내법에 대한 법률사무를 허용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큰 이

견이 없다.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외국 변호사의 제3국법에 대한 법률 자
문이다.

일본은 외국법사무변호사에 대해서 1987년 개방 때 원자격 취득국의 법과 

법무성이 지정하는 특정외국법에 대한 법률사무만 인정했다가 1998년 법률개

정으로 서면에 의한 조언에 한해서 제3국법에 관한 법률사무를 허용했다.95) 

이에 대해 미국은 외국 변호사가 국제법에 대한 자문도 할 수 있으며, 국제법

에는 국제계약과 회사설립에 관한 자문 등 국제상거래에 관한 법까지 포함된

다는 입장이다.96)

한편 지난 UR 서비스협상 때의 회원국이 제출한 법무서비스에 대한 양허약

속을 보면 47개 회원97) 중 40개국이 외국 변호사의 본국법에 대한 자문을, 41

개국이 국제법에 대한 자문을, 22개국이 주재국법에 대한 자문을 양허했다.98)

다. 법률사무소의 본사 명칭 사용

일본은 개방 초기 외국법사무변호사가 소속한 본국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하도록 했다. 개인에게 법률사무 취급자격을 준 것이고 그 활동에 대한 

94)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은 미국법무학과라는 학과를 2002년 신설, 2003년 1
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95) 한견표, 전게 논문, 72, 77면.
96) 고준성,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협상과 우리의 과제”, 통상법률 제44호(2002. 4), 

107면.
97) UR협상 때 45개 회원국(당시 12개국이었던 EC를 1개국으로 계산)과 그 후 

WTO에 가입한 회원 중 양허약속을 한 2개국을 합친 수치다.
98) 고준성, 전게 논문,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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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 다. 그러나 미국으로부

터 본국의 소속 로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1994년 

법개정 때 이를 수용했다.99)

라. 국내 변호사의 고용 및 동업 제한

법무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 쟁점은 국내 변호사의 고용 및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의 허용 문제다. 일본은 초기 개방 때 외국법사무변호사

는 일본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특정한 일본 변호사와 공동사업을 위하

거나 또는 특정 일본 변호사가 얻는 보수 등을 분배받는 것을 금지했다.100) 

외국법사무변호사가 일본 변호사를 고용해서 일본법에 관한 법률사무를 할 경

우 당초 허용한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사실상 넘어서는 결과가 되

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로 1994년 특정 공동사업을 허용했

다. 전면적인 공동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공동사업은 외국법사무변호사

와 일본변호사가 각기 따로 사무소를 유지하면서, 소송대리 등 금지되는 업무

를 제외한 모든 사안을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

는 방식이다.101) 그러나 법원, 검찰청, 기타 관공서의 절차대리 및 제출서류 
작성, 형사사건 변호, 외국의 재판소 또는 행정청을 위해 행하는 절차상의 문

서송달 공정증서 작성촉탁의 대리 등은 공동으로 할 수 없게 했다.102) 1998년 

개정에서는 섭외사건에 관한 동업에 한해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섭외사건은 

외국법에 관한 사건,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사건, 외국

회사가 의뢰한 사건 등이다.103)

2. 개방 전략의 수립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문제는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개방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

요한 시점이다.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의 성과는 (1)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경

99) 고준성, 상게 논문, 73, 75면.
100) 고준성, 상게 논문, 72, 73면.
101) 김순석, 전게 논문, 21면.
102) 한견표, 전게 논문, 77면.
103) 한견표, 전게 논문,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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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측면, (2) 법의 지배의 강화라는 사회적 측면, (3) 외교적 마찰 경감이라

는 국제적 측면 등을 두루 살펴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

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재계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부작용이 

있더라도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만 하면 전면개방이라도 수용하고 싶을 

것이고, 법조계에선 국내외 개방에 모두 반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의견을 쫓아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을 결정할 수는 없다. 개방의 효과는 

한 두 이해집단에만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곳곳에 복합적으로 작용

하기 때문이다. 외교적 마찰 역시 꼭 고려해야 할 요소다. 국제경제에서 일방

적인 승리는 있을 수 없다. 법무서비스 시장을 지키려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장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한국이 법률서비스 시장을 전혀 개방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

나이며 한국 정부는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에 어떠한 현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104)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외국의 구체적인 경험 사례이

다. 개방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이나 주장은 금물이며,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냉철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경험을 살펴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일은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국내외적인 이유로 90년
대 후반 국과 미국 로펌들이 갑자기 국내 시장에 몰려들어 오면서 큰 변화

를 겪었다. 80년대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구체적인 개방 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 개방 단계를 (a), (b) 둘로 나눈 후 

각각의 경우를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인 각도에서 검토하겠다. (a)단계는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계다. 업무 범위

는 원자격 취득국법과 국제법으로 한정하고 국내법에 대한 법률사무는 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제법에 대한 법률사무를 허용하는데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UR협상 때 회원국들이 제출한 양허안의 대부분이 국제법

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의 협상 입지는 좁다. (a)단계에서 외국 변호사

는 본사의 로펌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일본의 예를 들며 본사 이름 사

용을 초기 단계에서 허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으나 실효성이 의문이다. 외국 

변호사의 초기 고객은 외국계 기업과 국내 대기업에 한정돼 본사 이름을 사용

104) EUCCK 무역장벽보고서 2002, <http://eucck.org/trade2001/kr/welc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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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마케팅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소한 장애물에 불과할 

뿐이다. 반면에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곳에서의 협상력만 약화시킬 뿐

이다. 그러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은 허용하지 않

는다. 이는 국내에 미칠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b)단계에서는 동

업과 고용을 허용한다.

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 개방론의 

주된 논거다. 이는 소위 원스톱 서비스와 접한 관련이 있다. 외국의 대형 로

펌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우리 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의 법률이

나 국제규약 등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단순히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

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또 국내 기업법무 시장에 외국 로펌까지 

가세할 경우 경쟁이 촉진돼 국내 로펌과 변호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며 이

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1998년 독일의 다임러 벤츠사가 크라이슬러사와 합병할 때 독일 로펌이 아닌 
미국 로펌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미국 로펌의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는 예다. 우

리 기업이 이런 우수한 로펌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하지만 과연 (b)단계의 개방이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

이다. 앞서 논리는 국내 기업이 외국법과 관련된 자문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것

이다. 국내법의 해석에 관해서는 국내 변호사가 최고인데, 외국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해서 국내 변호사의 경쟁력이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는 로펌 운 이 선진화되면 변호

사 비용이 하락해 기업에 도움이 되며, 둘째는 국내외 법률에 대한 원스톱 서

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로펌 운 의 선진화는 일견 일리 있다. 하지만 

미 로펌이 진출한 후 독일 기업들은 더 많은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원

스톱 서비스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a)단계의 개방에서 국내 로펌이 사
안에 따라 적절한 외국 로펌을 선정해 연합해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보다 얼마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지는 의문이다.

변호사 비용에 관한 한, 미식 로펌 경 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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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입장에선 국내 로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계적인 로펌과 접촉하면 비용

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내 시장 개척을 위해 외국 로펌들은 스

카웃 전쟁이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내 변호사에 대한 금전적 보상액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105) 이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또 경

쟁이 치열해면서 로펌들은 고객에게 솔직해지기 어렵다고 한다.106) 미국 로펌에

서 파트너들은 로펌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 부담감, 고용 변호사들은 할당된 청
구시간(billable hours)을 채워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실제 일한 시간을 속여 고

객에게 청구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로펌에서 최선

의 가치는 진실이 아니고 돈 버는 일이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나. 법의 지배(rule of law) 강화

법의 지배란 국에서 출발한 법이념으로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억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107) 독일에서는 법치국가(Rechtsstaat)의 원리로 발전해왔는데, 

오늘날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는 이들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

고 있다.108)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

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보

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고 있다.109)

법무서비스 시장이 개방돼 외국 로펌들이 국내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활동하

면 법의 지배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EC 소속 28개

국 50만 명의 변호사를 규율하는 CCBE(Council of the Bars and Law 

Societies of the European Union)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

는 그 사회에 법의 지배가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다.110) 이런 선진국 소속 변
호사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법의 지배가 뿌리내릴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이라고 

105) 예를 들어 독일 시장에 뒤늦게 들어간 미국의 Sullivan & Cromwell은 유능한 
파트너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수 백만 달러를 제시했다고 한다. Andrew Crooke, 
“German Lawyers Shun Sullivan's Millions,” Euromoney, Sep. 29, 2000.

106) Harry T. Edwards, “Remark: A Lawyer's Duty to Serve the Public Good,” 65 
N.Y.U.L. 1148, 1152(1990).

107) 권 성,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1년, 147면.
108) 허 , 한국헌법론, 박 사, 2001년, 140면 각주 2 참조.
109) 헌재 1997. 12. 24, 96헌가19, 96헌바72(병합)(헌판집 9-2, 773면).
110) § 1.1 CCBE Code of Conduct for Lawyers in the European Union(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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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다. 모든 관계를 법적으로 정해 놓고 분쟁이 생기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법의 지배의 관점에서 보면, 국과 미국의 로펌에 대한 평

가는 그리 좋지 않다. 문제는 이들이 이 원칙을 남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이는 

국의 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다.111) 법의 지배의 원칙이 사기업

에 의해서 악용되면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

고 정당한 권한행사까지 도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난 미국 로펌들은 고객에 대한 충성심을 최고로 생각한

다. 변호사는 고객 이익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변호사 윤리 문제

를 연구해온 Terry교수는 “대부분의 미국 변호사들은 아마도 자기의 직업적 책

무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112) 만약 고

객의 이익과 사법제도가 충돌한다면, 고객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사고가 미국 로
펌 변호사들을 지배하고 있다.113) 그래서 미국 로펌이 고객의 이익을 희생하고 

전문가로서 독립적 판단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한다.114)

국 변호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다. 어떤 국 변호사들은 

미국 변호사를 카멜레온이라고 부른다고 한다.115) 고객의 입맛에 맞게 변신을 

잘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 변호사들 역시 카멜레온처럼 행동한다는 평가

를 듣기는 마찬가지다. 미 로펌이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116)

미의 로펌 변호사들은 법의 정신에 따르기보다 법률의 형식에 치중해 구

멍을 찾아내 고객에게 유리한 형태로 법률을 새로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심

지어 어떤 학자는 변호사의 이런 행동은 합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문가 

범죄(white collar crime)보다 더 전문적인 범죄(whiter than white collar crime)

111) Christopher J. Whelan, “Ethics Beyond the Horizon: Why Regulate the Global 
Practice of Law?,” 34 Vand. J. Transnat'l L. 931, 946(2001).

112) Laurel S. Terry, “An Introduction to the European Community's Legal Ethics 
Code Part I: An Analysis of the CCBE Code of Conduct,” 7 Geo. J. Legal Ethics 1, 
45-59(1993).

113) H. Patrick Glenn, “Comparative Law and Legal Practice: On Removing the 
Borders,” 75 Tul. L. Rev. 977, 943(2001).

114) Id., at 945.
115) Id., at 944.
11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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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비난한다.117) 전통적으로 독일에선 변호사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겨왔으

나 미 로펌이 진출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변호사 업무도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위

해 법률의 약점을 찾아내고 새롭게 해석하는 법적 창조력을 요구하는 미식 

업무 방식이 유럽의 법률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한다.118)

또 한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변호사 수의 증가가 변호사의 손길이 닫지 않

던 사회의 그늘진 곳에 법의 보호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아 법의 지배를 확립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방법은 대외개방보다 대내개방에서 찾아야 하다는 

것이다. 대외개방은 이질적인 문화의 지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 로펌에

게 사회적 약자는 고객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법의 지배의 관점에서 보면, (b)안보다는 (a)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 외교적 마찰 경감

우리 나라는 OECD가입을 계기로 변호사법상의 국적제한을 철폐하고, 법무

서비스 분야를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

국인의 시장접근을 막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는 우리 정부의 개방 의지

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요인이 됐다고 한다.119) 또 EU는 국의 입

장을 반 해 한국의 법률시장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요한 경제정책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이 

같은 외국의 평가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개방은 불가피한 것이다.

EUCCK는 다음과 같은 6가지가 주목할 만한 한국 법률시장의 문제라고 지
적했다.120)

(1) 국내 로펌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가 언어․문화적 어려움

을 겪는 경우도 있다.

(2) 한국 주재 외국인 투자가는 외국 로펌을 통한 법률업무 처리를 원한다.

117) Id., at 947.
118) Whelan, supra note 111, at 948.
119) 윤강현, “법무서비스개방과 그 대책 심포지엄: 지정토론 요지”, 저스티스 제34

권 제5호(2001. 10), 74면.
120) <http://eucck.org/trade2001/kr/welcome.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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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투자가는 물론 국내 기업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걸맞은 법률 노

하우를 소유한 외국 로펌이 필요하다.

(4) 외국인 투자가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국제금융거래에 관한 탁

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국 로펌을 필요로 한다.

(5) 현재 한국 법률 시장은 대한 변호사 협회가 독점하고 있으며, 제한적 거

래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6) 한국 법률 서비스 시장에는 대외 경쟁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a)단계에서 외국 변호사의 국내 활동을 합법화하고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처음부터 국

내 변호사의 고용과 합작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외교적 마찰로까지 진전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법무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개방은 국내 불안 요소로 작용해 외국인, 외국 

기업에 대한 반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개방을 요청하는 상대 국가에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00년 2월 인도

에서는 국회의사당(Lok Sabha) 앞에서 5,000명의 변호사가 돌을 던지며 법률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 다. 인도에서는 이미 1995년 봄베이 변호사 

집단(Bombay Lawyers Collective)이 Ashurst Morris Crisp, White & Case, 
Chadbourne & Parke 등 미 로펌을 상대로 불법행위 및 비윤리적 업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외국 로펌에 대한 국내 변호사들의 반감이 극심하다.

법무시장의 로벌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에서도 발견되며, 심지어 처음에는 서유럽 변호사를 반겼던 동유럽에서도 일

어나고 있다고 한다.121) 그리스에서도 분쟁이 있었다. 그리스는 외국 로펌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파트너쉽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
리스 로펌은 개인 변호사들의 집합체일 뿐이다. 그리스에 진출한 국 로펌들

은 이러한 규제가 합리성이 없다고 보고, 유한 회사(limited partnership) 형태

의 컨설팅 펌을 만들었다. 국의 Norton Rose의 경우 Norton Rose 

Consultants OE라는 이름으로 로펌을 운 했다. 이에 그리스 변호사들은 

Norton Rose가 사실상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121) James Baxter & Will Salomone, “Let's hang all the Anglo-Saxons!,” 
Commercial Lawyer, Ma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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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한 일이 발생했다.

결국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저항은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Ⅴ. 맺는 말

기업의 경쟁력 강화, 법의 지배 확립, 외교적 마찰 경감이라는 큰 틀에서 살
펴보면, 법무서비스 시장은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최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면적인 개방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조금 도움이 되고, 

외교적으로 호감을 얻을 수 있지만 국내적인 희생이 너무 크다. 한 국가의 법

률 문화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음은 독일에서 이미 경험했다. 반면에 단계

적 개방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법률 문화의 충격을 줄이면

서 외교적 마찰도 크게 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단계적 개방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이 국

내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협상 상대방의 속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로펌들은 국내 일부 경제계 사람들이 

생각하듯 초국가적 거래나 외국법에 대한 자문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122) 

다시 말해 국내와 국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목적

으로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 변호사와 동업하겠다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들은 순수한 국내 사건도 처리하고 싶어한다. 순수 국내 사건, 순수 외국법

에 대한 자문, 국내외 법률 문제가 복합된 사건 등을 모두 처리해야 경기 바

람을 덜 타는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대표 변호사가 방한했던 미국의 White & Case 경우를 보면 외국 

로펌들이 순수 국내 사건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White 
& Case는 현지화 전략으로 성공한 로펌이다. 이 로펌은 자기 변호사를 직접 

122) 물론 미국의 Davis Polk나 Sullivan & Cromwell 같은 로펌들은 해외에 사무
소를 갖고 있지만 순수 현지 법률시장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이들 로펌보다 
미국 외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비율이 훨씬 높은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도 
비슷한 유형에 속한다. 고용 변호사 수는 세 로펌 모두 500명대로 거의 비슷하나 미국 
이외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비율은 Cleary, Gottlieb(36%)가 Davis Polk(13%), Sullivan 
& Cromwell(15%)보다 월등히 높다. The American Lawyer 2001년 11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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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보다는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를 채용해서 그 나라 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123) Clifford Chance를 비롯한 국

의 매직써클 로펌들과 미국의 Baker & McKenzie, Coudert Brothers 등도 약간

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현지화 전략을 통해 외국에서 뿌리를 내렸

다.124) White & Case의 경우 현지에서 스카웃한 유능한 변호사로 하여금 같

이 일할 변호사와 직원을 선발하고 현지 고객을 확보하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

을 부여한다. White & Case 회장인 Duane Wall 변호사는 한 잡지와의 인터뷰

에서 “우리는 현지 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현지 사무소를 원한다”고 솔직

하게 말한 적이 있다.125)

결국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은 기업 변호사에게만 해당될 뿐 대부분 변호사는 

향을 받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은 잘못인 것이다.126)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

거나 동업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다보면, 송무 업무도 필연적
으로 따라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변호사 인력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독일의 경험에 비춰 보면, 톱 클래스 기업 변호사들은 스카웃 열

풍에 휘말리게 되지만 외국 로펌의 관심에서 벗어난 중간 계층의 기업 변호사

들은 사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젊은 유능한 변호사들은 채용 기회가 많

아져 좋기는 하지만 고용의 안정성은 예전보다 불안해질 것이다.127) 이 같은 

법조계의 동요는 결국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123) Alison Frankel, “Who's Going Global?,” The American Lawyer, Nov. 1, 2000. 
(visited Nov. 14, 2002) <http://www.law.com/jsp/printerfriendly.jsp?c=LawArticle&t= 
PrinterFriendlyArticle&cid=1015973962255>.

124) Id.
125) Id.
126) 외교통상부 WTO과의 윤강현씨는 2001년 법무서비스개방과 그 대책이라는 심

포지엄에 참가해서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 변호사들의 국내 소송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에서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127) 예를 들어 Shearman & Sterling은 2001년 경기가 나빠지자 미국 변호사의 

10% 정도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merican Lawyer, July 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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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Opening the legal market is on the way. Korea is supposed to open its 

door to foreign lawyers by the end of 2004. However the extent of market 

access for foreign law firms is yet to be decide. At issues are (1) whether 

foreign lawyer may practise local laws, (2) whether the domestic branch of 

international law firms may use their mother firm's name, and (3) whether 

foreign lawyer may be partners with local lawyers or hire them. International 
law firms are asking to open the market to the full. Some clients of domestic 

law firms agrees with them on the ground that no barriers are necessary so 

long as they are of help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However, Korean lawyers argue that sudden liberalization could be costly.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world legal market to propose a best way to 

handle this controversy. First, I studied how and why mega law firms which 
govern the world legal market are bor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Second, I 

reviewed the experience of Germany's opening its legal market as I believed 

the German case means something to Korea. Korean legal system is similar to 

Germany's and Germany has been active to open the market to foreign 

lawyers. Therefore, we can conjecture the figure of our legal system after 

liberalization by comparing the present and past of German legal market.
German legal market is plunged into a turmoil after liberalization. There 

were two waves of mergers in the past 15 years. It was not until 1989 that 

German law firms were allowed to have more than one office in the whole 

country. The first wave of mergers swept in early 1990s after the rule was 

relaxed. Big firms came after the national mergers. The second wave of 

* Researcher at BK LAW21, S.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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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gers swept after car maker Daimler-Benz shocked the German domestic 

law firms in 1998. Daimler-Benz appointed US firm Shearman & Sterling as 

legal adviser on its merger with Chrysler. This reshaped the German legal 

market as most firms were eager to find merger partners from UK or US. At 

the present time, it is hard to find pure German firm. Most firms were 

merged. Legal fees are generally increased. Partners are easy to move their 
firm.

On the basis of German experience I suggested two stage policy rather than 

the policy of opening to the full at once. In other words, partnership and 

hiring local lawyers should be allowed after granting market access in the 

other respects. I reached this conclusion by comparing two policies in terms 

of (1) competitiveness (2) rule of law (3) foreign affai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