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이영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인사/노무, 건설(재개발, 재건
축관련 사건 및 집합건물법), 가사 사건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2000년부터 바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2001~2002년 특별검사(이용호 게
이트)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그동안 현대자동차,두산중공업,대교,지엠대우,웅
진씽크빅,한전기공,한전산업개발,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노동법률 자문 및 소송업무,
수색7, 13,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가재율뉴타운 제3구역, 북아현2동 재정비촉진구역관
련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처리하였고,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재향군인회 S&S 사업본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부인회 등 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학력
TEL.

1989

강원사내고등학교 졸업

1994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MAIL.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yhlee@barunlaw.com

2000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2006

북경어언대학교 수료

최근업무사례

2007

청화대학교경제관리학원 공상관리고급과정( ) 수료

[일반민사]도로로 이용되는 사인의 토지에 관하
여 배타적 사용&#183;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할

2019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웰에이징 시니어산업 최고위 과정 수료

수 있는지 여부<BR />

02-3479-5756

[경제범죄] 비상장주식 저가매도에 대한 배임죄
는 해당주식의 객관적 가치 증명이 되어야 성립

경력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2000 ~ 2011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2001 ~ 2002

차정일 특별검사팀 특별검사 수사관(이용호 게이트)

2007

북경 인턴

2008 ~ 2009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

2011 ~ 2012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2016 ~ 2018

승가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

2019 ~ 현재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인사/노동] 발주자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

2020 ~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2011 ~ 현 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발주자
및 원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않은 청약공급계약이 이행불능 되었
는지, 청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가 그때부터 소
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심 패
소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승소한 판결

주요 업무 및 활동
인사/노동
- 두산중공업(주)를 대리하여 각종 퇴직금, 부당해고무효 확인 사건
- 부국개발(주)를 대리하여 정리해고무효 확인 사건
- 한전산업개발(주)를 대리하여 퇴직금 청구사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경제연구원,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라정밀(주) 등을 대
리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 (주)대교를 대리하여 각종 퇴직금, 취업규칙무효 확인, 부당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사건
- (주)웅진씽크빅을 대리하여 퇴직금 청구사건
- (주)문화방송을 대리하여 정직처분취소 사건
- 현대자동차(주)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 및 대각선 교섭 관련 법률 자문
- 한전기공, 두산중공업(주), (주)대교, (주)문화방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법률
자문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
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
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금융] 지급 완료된 환매대금을 임의로 인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탁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주요업무분야
노동분쟁해결

- 수색7구역, 13구역, 북아현 제2구역,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가재율뉴타운 제4구역 등
재정비촉진구역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
- 극동VIP빌딩 관리단, 코코종합상가관리단, 굿모닝쇼핑몰관리단 등을 대리하여 집합건물
법 관련한 각종 자문 및 송무사건, 성수아카데미타워관리단을 상대로 한 각종 송무사건
- 가락지역주택조합, 목4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문 및 송무사건
중국관련
- 북경 소재 1조 5천억원 상당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각종 자문 및 송무업무
- 녹지그린랜드제주센터 유한공사를 대리한 각종 자문 및 송무업무
- 중국 대형은행을 대리한 국내 송무업무
가사
- 상속재산분할, 이혼, 유류분, 친생자부존재 확인 등의 가사 사건

재건축 재개발
가사소송
입법컨설팅
4차산업컨설팅
중국
4차산업
동남아시아(싱가폴/베트남/인도네시아)
건설부동산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