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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김갑유 변호사는 피터앤김의 대표변호사로, 2019 년 피터앤김 설립 이전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로 국내 최초 국제중재소송그룹을 창설하여 

이끌어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0 여 년간, M&A, 국제투자, 건설, 에너지, IT, 

소프트웨어, 제약, 항공/우주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총 300 여 건의 다양한 

중재사건에서 대리인 또는 중재인(의장, 공동, 단독)으로 활약해오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국제투자중재 및 국제상사중재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김 변호사는 한국인 최초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부원장(Vice President, 2014-2021), 아시아인 최초 유엔 산하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사무총장(Secretary of General, 2010-2014)과 한국인 최초 

런던 국제중재 재판소(LCIA) 상임위원(Court Member, 2007-2012)을 역임했고, 현재는 

세계은행국제분쟁중재센터(ICSID) 중재인을 비롯하여 전세계 중재센터의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원회 위원장 및 ICC Korea 

Arbitration Committee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2 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2010), 지식경제부장관 표창(2011), 2013 

챔버스 아시아-태평양 어워즈(2013 Chambers Asia-Pacific Awards)’에서 국내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아웃스탠딩 컨트리뷰선 어워드(Outstanding Contribution 

Award) (2013)를 수상하였습니다.  

 

 

수상 내역 및 업계 평가 

 

> Who’s Who Legal (WWL) 선정 Global Elite Thought Leaders 2021; Thought Leaders 
Arbitration 2022; Thought Leaders Construction 2022 

> Global Arbitration Review 선정 대한민국 국제중재 전문가 선두 주자 (2006-2020)  

> Chambers 선정 Star Individuals in Dispute Resolution – 대한민국 (2010–2022) 

> The Legal 500 Asia-Pacific 선정 Leading Individual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and 1 
(2005-2019) 

>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2010) 

> 지식경제부장관표창 (2011)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선정 Outstanding Contribution Award (2013) 

> Asialaw 선정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Disputes Star of the Year)’ (2015) 

> 리걸타임즈 선정 ‘2020 국제중재 분야 한국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20) 

> ALB Korea Law Awards 선정 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 (2020) 
 

 

 

 
전문 분야 

 

> 국제중재 / 국제소송  

> 투자 & 투자협정 

> 무역법과 WTO 

> 프로젝트 파이낸스 

> 인수합병 

> 대리점 / 프랜차이즈 

> 합작투자 / 컨소시엄 

 

산업 분야  
 
> 에너지 & 파워  

> 석유 & 가스  

> 제약 & 바이오텍  

> 자동차 & 중공업 

> 건설 / 엔지니어링  

> 해상운송 

> 조선 

> 보험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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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2019.11-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원회 위원장 (2017-현재) 

>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Advisory Governing Board Member (2019-현재) 

>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2014-2021) 

>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사무총장 (2010-2014) 

> 서울대학교 겸임교수 (2020-2022) 

> 글로벌 아비트레이션 리뷰(Global Arbitration Review) 편집위원 (2009-현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996-2019) 

> 미국중재인협회(AAA) 상임위원 (2009-2020)  

> 세계변호사협회(IBA) 중재위원회 부위원장 (2008-2010) 

>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상임위원 (2007-2012) 

> 제 17 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8)  

> 제 26 회 사법시험 합격 (1984)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5)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1988)  

>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1994)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0) 

 

소속 협회/단체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 중재인/조정인/조정위원:  KCAB, JCAA, ICSID, SIAC, HKIAC, KLRCA, SCIA, BAC, MIAC, VMC, 

ICANN, SHIAC, VIAC, BIAMC 
 

주요수행실적 

 

>   한국 부동산 개발 사업 및 자금조달 분쟁 관련 약 20 억달러 상당 규모의 ICC 중재 

(한국)에서 글로벌 부동산 개발 회사 대리해서 완전 승소 

 

> 국내 정유회사의 경영권 관련 약 30 억달러(항변을 포함하는 경우 약 50 억달러) 상당 

규모의 분쟁에 관한 ICC 중재에서 국내 굴지의 조선 회사를 성공적으로 대리. 해당 

사건은 2011년 Global Arbitration Review에서 ‘그 해 최고의 중재 승소 판정(Arbitration 

Win of the Year)로 선정  

 

> 국외 투자자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양자협약에 의거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 억달러 상당 규모의 ICSID 중재 승소   

 

 
QUOTES 
 

> Who’s Who Legal (2020) 
says: “Kap-You (Kevin) Kim 
‘is a key figure in the 
Korean arbitration market’ 
who has built ‘a strong 
network of arbitrators and 
practitioners’ and is widely 
considered ‘a statesman in 
the market’.” 

 
> Chambers (2019) says: 

“Both a leading practitioner 
domestically and ‘highly 
regarded internationally’, 
‘widely acknowledged as a 
pioneer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Korea and a 
very highly regarded 
individual’.”  

 
> Chambers Asia (2006-

2019) also reports: “One of 
the most respected figures 
in the Asian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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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의 천연 가스 해양 플랜트 관련 약 80 억달러 상당 규모의 ICC 중재 성공적으로 

합의 종결 

 

> 아랍에미리트 최초 원자력발전소의 조달, 시공, 시운전 관련 분쟁에 관한 LCIA 중재 

(런던)에서 승소 

 

> 다국적 사모 펀드 회사와 국내 은행 사이의 약 12 억 달러상당 규모의 ICC 중재에서 

승소 

 

>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미국 내 15 개 고급 호텔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7 

조원 규모의 미국 델라웨어 소송 수행 

 

>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국제투자중재 판정 재심을 위한 ICSID ad-hoc 

annulment committee 의 의장 중재인  

 

> 필리핀 국가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인프라 운영계약 관련, 1976 년 UNCITRAL 

국제중재 규칙을 적용하는 임의 중재(ad hoc arbitration)의 의장 중재인 

 

저서 

 

>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 Procedure”, 공동저자, Bae, Kim & Lee LLC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Litigation Group, Juris Publishing, 2011. 12. 

 

>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공동저자, 박영사,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