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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 징계, 전보 등에 관한 각종 구제신청사건 및 행정민사 소송

[인사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 임금 및 퇴직금, 비정규직 등에 관한 각종 소송

[인사/노동] 유명 입시학원의 온오프라인 강사

- 각종 노동가처분 및 고용노동청 진정형사 사건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확인한 판
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민형사 소송

[인사/노동] 회사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 대형 기숙학원 종합반 강사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취한 직원들에 대
해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 유명 입시학원 온라인 강사

[인사/노동]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 대학교 시간강사

채용청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
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

- 백화점 위탁판매원

나고 청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직권면직은 위법하다는 판결

- 프리랜서 개발자

[민사] 기투입사업비에 관한 원상회복약정의 정
- D사, L사, K협회 등에 대한 인사노무 관련 각종 자문 제공
·

지조건 성취 방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
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전부 기각한 판결

- N사 및 S사 경영권 분쟁(주권인도) 관련 소송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

- M사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관련 소송

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 T사 언론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소송

[인사노동] 백화점 매장관리자(소위 중간관리점

- 각종 손해배상, 대금 및 정산, 임대차, 토지인도 등 소송

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 확인한 판결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 사건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관련 직권남용 사건

HR전략컨설팅

- 전 국회의원 명예훼손, 징계 관련 민형사 사건

노동분쟁해결

- 전 국기원장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사건

언론 (방송통신)

- L그룹 사주 특경법위반(횡령) 사건

스포츠/게임/엔터테인먼트
행정소송
헌법소송

- 전 J중앙회장 선거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
- 전 Y경찰서장 강요, 직권남용 사건
- 국립대교수 연구비 관련 사기 사건
- K뉴타운조합, W뉴타운조합 관련 각종 민형사 사건
- 각종 성범죄, 뇌물수수, 마약 등 사건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헌법소원(인용)
- 학교법인 S학원, 자사고지정취소부동의처분 관련 행정소송
- Y대 교수 해임무효확인사건, J대 교수 교원소청심사사건
- D사, A사, S중앙회 등에 대한 종합 자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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