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보라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고, 법
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여, 주로 기업의 인사노무, 민상사, 행정 분야의 소송 업무와 자문 업무를
두루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LG전자 법무그룹에 1년간 파견되어 쌓은 기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
양한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고, 다수의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학력
2002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2009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2012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0 ~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TEL.

02-3479-7859
MAIL.

bora.kim@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노동] 피고 대한예수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
노회가 피고 A를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로 위

경력

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2012 ~ 2013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연구원

2013 ~ 2014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14 ~ 2019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2018 ~ 2019

LG전자 법무그룹 파견근무

2019 ~ 현 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문위원

2019 ~ 현 재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노동 분야 자문변호사

2020 ~ 현 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2020 ~ 현 재

4차산업융합법학회 이사

2020 ~ 현 재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률고문

2020 ~ 현 재

한국마사회 , 그랜드코라이레저(GKL) 법률고문

[인사/노동] 발주자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

2020 ~ 현 재

교육부 법률고문

2020 ~ 현 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발주자
및 원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주요 업무 및 활동
인사/노무
-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등 징계 관련 사건 (B사, K재단, H협회 등)

파기환송하는 판결 이끌어
[노동]임기 만료된 학교법인 이사가 긴급처리권
등을 이유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
을까?
[형사] 대형교회 원로목사의 조세포탈 범행 공
범 혐의로 기소돼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S회
계법인 이사를 항소심부터 변호해, 제1심 판결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승소한 판결
[인사/노동]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조
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아 괴롭힘 행위
자로부터의 분리조치 등을 구하는 근로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

- 산업재해 관련 사건, 자문 (E사, L사 등)
- 근로자성 관련 사건, 자문 (S학교법인, F사 등)
- 임금, 퇴직금 사건 (D사, K사 등)

주요업무분야

-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시간 관련 자문

HR전략컨설팅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관련 자문
행정
- 수용재결취소, 손실보상금청구 등 토지수용 관련 사건

노동분쟁해결
준법감시
4차산업컨설팅

- 건축허가처분취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등 건축 행정 관련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정보공개관련 사건

행정소송
방송정보통신(TMT)

- 과징금부과처분, 점용료부과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 취소 사건
민사

4차산업

-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사건(K재개발정비사업조합) 승소

사학컨설팅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D 학교법인) 승소
- 목사위임결의무효확인 사건(S 대형교회) 승소
- 대학 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D 대학교) 승소
- 공사대금청구, 아파트 하자보수금청구 등 건설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 사건
형사
- 회계법인 이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S 회계법인)에서 무죄 판결
기업, 기관 자문
- 자동차(H사), 기계(G사), 에너지(A사), 건설(J사), 부동산(E사), 금융(K사), 은행(S사), 통신(H 사), 제
조(E사), 패션(S사) 등 분야 기업 자문
- 학교법인(S, Y 등), 대학교(H, C 등) 자문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국세청, 제주특별자치도 등 자문
외부 기고
- 세계일보 알아야 보이는 법 - 쉽게 읽는 화제의 판결 칼럼
- 메트로신문 노동법률 읽기 칼럼
- 지디넷코리아 바른 Industry 4.0 전문가 칼럼

자격

인사노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