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정 구성원변호사

유승정 변호사는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
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1기를 수료하고 1981년 9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
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고등법원 및 서
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장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후 2012년 2월 퇴임
하여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사 재직 시 법인회생, 건설사건, 조세, 산업재해 등 행정사건을 전담한 바 있으며, 민형사 수석부에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의 주된 업무분야는 기업과 관련된 각종 민형사 소
송,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유승정 변호사는 30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좌고우면하
지 않고 기록대로 재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및 후배 판사와의 관계도 원만하여
법원 재직 중 함께 근무하고 싶은 부장판사, 모시고 싶은 법원장 1위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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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1981

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에 포함된 정황통
지, 분리조항의 의미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결
[형사]공직자에 대한 기부행위의 주체를 인정함
에 있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
[민사]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이유로
내려진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1981 ~ 1993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마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사]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회원제 골프장 필

1993 ~ 1996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시설을 일괄 인수한 자는 회원들에 대한 권리
의무도 승계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1996 ~ 2003

부산지방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 ~ 2010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 ~ 2012

창원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2012 ~ 2019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2019 ~ 현 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고문 변호사

전원합의체 파기 환송 판결
[방송통신/M&A] 케이블TV 채널 인수 관련 분쟁
에서 완승, 위약벌 50억원까지
[민사/자본시장]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사외이사에 대한 2,200억 원 손해배상청구 전
부기각판결 이끌어

기업형사
재건축 재개발
금융송무
행정소송
-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 사이의 물품대금 청구사건

기업금융
건설부동산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보증채무금 청구사건
- (주)대우건설과 대림산업(주)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 웅진캐피탈(주)의 약정금 청구사건
- 대한토지신탁과 H 종중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 한국도심공항(주)의 임금 등 청구사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 퍼시픽랜드(주)의 공연금지가처분 사건
- (주)대현프리몰의 공사금지가처분 사건
- 군인공제회가 금호산업을 상대로 한 1,600억 원대 가압류 사건
- J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P 국회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 E 상호저축은행 회장,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
- H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무효 확인 사건
- 의료법인 C 의료재단의 업무정지처분 취소사건
- S 수면센터의 요양기간업무정지 취소사건
- 주석 민법(경개, 면제, 혼동 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장래의 채권등에 대한 전부명령, 그 허부 및 효력, 민사재판의 제문제 6권, 1991
-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기간의 성질, 대법원판례해설 19-1호, 1993
-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대법원판례해설 20호, 1994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의 성질, 대법원판례해설 23호, 1995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판례해설 24호, 1996
- 물상대위권의 행사, 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