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트 I: 

일반 지침 
 
— 모든 지명은 ALB 지명 양식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지명 양식은 늦어도 2016년 9월 26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ALB는 다른 양식으로 작성된 참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 모든 작업 참가는 2015년 6월 1일과 2016년 5월 31일 사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ALB는 지명 양식에 제공된 클라이언트 또는 연락 담당자를 추천 기관에 사전 통지 없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본 목적을 위하여 동의를 받은 클라이언트만을 양식에 기록할 것을 권합니다.  

— 지명은 자기 추천 또는 제 3자 지명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파트 II: 

용어 정의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러한 용어는 Korea Law Awards의 목적에 따라 정의됩니다.  

폭넓음 - 작업이 다른 관할권, 업무 지역, 당사자 및 산업을 취급한 정도 

복잡성 - 작업이 복잡한 법적 원칙 또는 선진 기법 및 구조를 요구하는 정도 

영향 또는 중요성 - 이해관계자, 판사 및 변호사, 일반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 정도 

개선 - 관련 작업이 기술 및 구조를 개선한 정도 

혁신 - 작업이 원 기술 및 구조 또는 혁신적인 법적 규칙 또는 규정에 관여한 정도 

한국적 요소 - 다음 사항 일체: (a) 관련 로펌 중의 하나는 한국에 소재하여야 함, (b) 딜 당사자 중의 

하나는 한국에 소재하여야 함, (c) 한국에서 계약/딜이 체결/완료되었어야 함, 또는 (d) 계약/딜이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과 관련이 있어야 함 

제3자의 상 또는 표창 - ALB 이외의 공적 또는 사적 시상 기관이 주는 상 또는 표창 및 

작업 - 거래, 사건 또는 취급 사안, 그리고 기관 내에서 또는 달리 제공된 기타 법률 서비스.  

 

 

파트 III: 

카테고리 

 
A. 딜 카테고리 

• 올해의 채권시장 딜(중간 규모) 

• 올해의 채권시장 딜(프리미엄) 

• 올해의 주식시장 딜 

• 올해의 M&A 딜(중간 규모) 

• 올해의 M&A 딜(프리미엄) 



• 올해의 부동산 딜 

• 올해의 딜메이커 

• 올해의 한국 딜 

구체적인 지침 

— 한국적 요소: 딜 카테고리에 제출된 모든 참가 신청은 한국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제출 건수: 한 기관은 카테고리당 최대 3건의 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중간 규모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에서 제출된 딜은 미화 2억 달러의 최소경제가치(MFV)를 

가져야 하지만 미화 8억 달러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 프리미엄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에서 제출된 딜은 미화 8억 달러의 최소경제가치(MFV)를 

가져야 합니다.  

— 올해의 부동산 딜: 이 카테고리에서 제출된 딜은 미화 2억 달러의 최소경제가치(MFV)를 

가져야 합니다.  

— 올해의 한국 딜: 모든 기타 딜 카테고리의 우승자는 이 카테고리의 결선자가 됩니다.  

기준 

다음 요소에 기초하여 딜을 평가합니다:  

— 복잡성 

— 혁신/개선 

— 폭넓음 

— 영향/중요성 

— 제3자의 상/표창 

 

B. 사내 카테고리 

•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올해의 사내팀 

• 건설 및 부동산  

올해의 사내팀 

• 올해의 제조업 사내팀 

• 기술, 미디어 및 통신  

올해의 사내팀 

• 올해의 한국 사내팀 

구체적인 지침 

— 사무소: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모든 사내팀은 사내 카테고리 지명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 올해의 한국 사내팀: 모든 산업의 사내팀은 이 카테고리에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준 

사내 카테고리 참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복잡성 

— 혁신/개선 

— 폭넓음 

— 영향/중요성 

— 제3자의 상/표창(해당되는 경우) 

 

C. 로펌 카테고리 

•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올해의 로펌 

• 올해의 부티크 로펌 

• 건설 및 부동산  

올해의 로펌 

• 올해의 딜 로펌 



• 올해의 지적재산권 로펌 

• 국제 중재  

올해의 로펌 

• 노동 및 고용  

올해의 로펌 

• 올해의 소송 로펌 

• 올해의 해외 업무 로펌 

• 올해의 프라이빗 에쿼티 로펌 

• 올해의 해운 로펌 

• 올해의 세금 및 신탁 로펌 

• 기술, 미디어 및 통신  

올해의 로펌 

• 올해의 국제 로펌 

•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 

• 올해의 한국 로펌 

구체적인 지침 

— 올해의 부티크 로펌: 이 카테고리는 보수를 받는 40명 이하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의 

로펌에 대하여 지명이 가능합니다.  

— 올해의 딜 로펌:  

이 카테고리에서 제출된 작업은 미화 2억 달러 이상의 최소경제가치(minimum financial value, 

MFV)를 가져야 합니다.  

— 올해의 해외 업무 로펌: 해외 업무/사무실을 가진 한국의 로펌에만 해당.  

—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 한국에 주재하는 매니징 파트너에만 해당. 각 로펌은 하나의 

내부 지명으로 제한됩니다.  

— 올해의 한국 로펌: 이 상 카테고리는 지명 대상이 아닙니다. 매니징 파트너를 제외한 

모든 로펌 카테고리의 우승자는 자동적으로 이 카테고리에 대한 결선자가 되고,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결선자가 이 상을 받습니다.  

기준 

로펌 카테고리 참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주요 채용 및 이직(해당되는 경우) 

— 복잡성 

— 혁신/개선 

— 폭넓음 

— 영향/중요성 

— 제3자의 상/표창 

— 완료된 거래의 수(해당되는 경우) 

— 완료된 거래의 미화 금액(해당되는 경우) 

 

 

파트 IV: 

심사 패널 
심사 패널은 일반 및 특수 전문지식 패널로 구성됩니다. 이 심사 패널은 법학대학, 사내팀, 로펌, 

법률 협회 또는 업계에서 약 30명의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신분은 시상식 전에는 

비밀로 유지됩니다.  

심사는 적어도 1주일 전에 ALB가 제공하는 조사 요약에 근거하여 지명자의 업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모든 카테고리에서 상위 3명의 결선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선자와 명백한 이해상충을 

가진 심사원에 의하여 배정된 점수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최고 점수를 획득한 모든 카테고리의 결선자가 상을 받습니다.  



 

 

파트 V: 

추가 정보 
 
중요한 날짜 

2016년 8월 8일 - 지명 시작 

2016년 10월 3일 - 지명 마감 

2016년 9월 말/10월 초 - 결선자 온라인 발표 

2016년 11월 17일 - 갈라 디너 및 시상식 

 
연락 담당자 

이벤트에 대한 질문 또는 지명 양식 제출:  

Yvonne Lau 

Researcher 

전화: +852 2843 6547 

이메일: yvonne.lau@thomsonreuters.com 

 
스폰서십 기회에 대한 상세정보 문의: 

Amantha Chia 

Publisher and Head of Sales 

전화: +65 6870 3917 

이메일: amantha.chia@thomsonreuters.com 

 

mailto:yvonne.lau@thomsonreuters.com
mailto:amantha.chia@thomsonreute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