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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지평은 2000년 4월 3일 창립되었다. 탁월한 실력과 정성

으로 최고의 서비스와 해결책을 제공하는 로펌을 지향

하면서 동시에 윤리성과 공익성 및 민주성을 실천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로펌을 만들자는 것이 지평의 창립정

신이자 목표였다. 

지평은 창립 17년만에 변호사 180여 명, 기타 전문가를 

합하여 전문가 190여 명으로 성장하였고, 국내지사 2개, 

해외지사 9개를 가진 글로벌 로펌으로 발전하였다. 지평

은 소송ㆍ중재, M&A, 국제거래, 금융ㆍ증권ㆍ사모펀드, 건

설ㆍ부동산, 공정거래, 노사관계, 도산ㆍ구조조정, 조세, 

지적재산권, 정보통신, 자원ㆍ에너지ㆍ인프라, 제약ㆍ바

이오ㆍ의료, 엔터테인먼트ㆍ미디어ㆍ문화, 형사, 해상, 가

사, 헌법소송, 공공계약, 입법지원, 해외업무, 북한업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특히 지평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

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및 이란에 9개의 해외사

무소를 설치하고 해외업무를 확장하고 있다. 

지평의 조직체계와 지배구조

지평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은 파트너총회다. 파

트너총회에서는 대표 및 경영위원 선출을 비롯한 중요

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대표변호사 및 경영위원회

(managing committee, 회사의 이사회에 해당)는 지평

을 대표하고 경영을 담당한다(2016년 대표변호사 이공

현, 양영태, 경영위원회 양영태, 김상준, 박영주, 김지홍, 

이행규). 지평은 로펌의 민주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

며, 파트너변호사뿐 아니라 소속변호사, 직원의 주인의

식과 자발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비구성원회

의 및 직원모임이 결성되어 있으며 지평의 경영에 이들

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지평의 사무소

Firm 
Overview

주사무소(본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Email master@jipyong.com

순천 사무소

전남 순천시 왕지로 24 금강타워 3층

Tel 061-724-2001   Fax 061-725-7604 

Email suncheon@jipyong.com

부산 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601호

Tel 051-502-2008   Fax 051-502-2340

Email busan@jipyong.com

중국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 

Ward 6, Dist. 3, Ho Chi Minh City, Vietnam 

인문사회연구소

|  건설부동산팀  |  증권금융팀  |  M&A · Corp팀  |  공정거래팀  | 노동팀  |  IP · IT팀  |  형사팀  |  해상팀  |

|  헌법 · 행정팀  |  상속 · 가사 · 가업승계팀  |  조세팀  |  입법지원팀  |  윤리경영지원팀  |  국제컨설팅  |  국제분쟁팀  |

|  도산 · 회생 · 구조조정팀  | 중견 · 중소기업팀  |  에너지 · 자원 · 인프라팀  |  바이오 · 제약 · 헬스케어팀  |  

|  미래산업법연구회  | Elderlaw 실무연구회  |  PF사업 정상화센터  | 

|  중국팀  |  러시아 · 중앙아시아 · 몽골팀  |  베트남팀  |  캄보디아 · 라오스 · 태국팀  |  인도네시아팀  |  미얀마팀  | 

|  이란 · 중동팀  |  일본팀  |  북한팀  |  필리핀팀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팀  | 인도팀  |  중남미팀  |  영국 · 독일 · 유럽팀 | 

|  미국팀  |  아프리카팀  |  오세아니아팀  |

사단법인 두루

소송그룹 자문그룹(회사) 자문그룹(금융) 해외업무그룹

파트너총회

대표변호사

경영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위원회

HR위원회

공익위원회

여성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문화소통위원회

한국의 로펌 중에는 ‘ownership’을 지배구조로 하는 경

우도 있으나, 대부분 구성원변호사의 ‘partnership’으로 

운영된다. 지평은 ‘partnership’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아가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 즉 지평은 

구성원과 소속변호사의 관계를 일방적 근로관계로 보지 

않고 장래의 동업자(partner)로 본다. 

현대사회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지속가

능성을 경영의 목표로 삼는 것처럼 로펌도 사회적 책임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사회정의와 인권을 사명으

로 하는 변호사 조직인 로펌의 사회적 책무는 더욱 무겁

다. 지평은 구성원,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면서 지역사회

와 함께하고, 사회정의와 인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는 조직이다.  

지평의 업무조직은 소송그룹, 자문그룹, 해외업무그룹

으로 크게 나뉘어 있고, 업무분야별로 그룹을 뛰어넘어 

다양한 전문팀을 꾸리고 있다. 전문분야별 팀 이외에도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등 미래산업 관련 법률을 연구하

는 미래산업법연구회가 2016년에 결성되었다. 

법무법인 지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공익법

인인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하였으며 2016년 현재 4명의 

공익 전업변호사(full time pro bono lawyer)가 일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문학의 발전 위에 법제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평인문사회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Suite 3505, 35F,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lot E6, Cau Giay New Urban Area, Me Tri Ward, 

Nam Tu Liem Dist., Hanoi, Vietnam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9F, Phnom Penh Tower, #445, Monivong Blvd. 

(St.93/232), Sangkat Boeung Pralit, Khan 7 Makara, 

Phnom Penh, Cambodia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 

Vientiane, Laos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Gedung Artha Graha 23F, Jalan Jenderal Sudirman 

Kav. 52-53, Lot 25,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미얀마 양곤 사무소

No. 140/A, Than Lwin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119002, 43, Sivtsev Vrazhek Lane, Moscow, Russia

이란 테헤란 사무소

3F, No. 148, Dast Gerdi St.

(former Zafar St.), Shariati St., Tehran, Iran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파견)

Dubai Office, Pinsent Masons LLP, Level 8, 

The Offices 1,(adjacent to the Dubai World Trade 

Centre), One Central, PO Box 115580, Dubai, 

United Arab Emir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