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내용    
 

 

진행내용에서 제공하는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추후 오송달이나 부적법송달로 판명될 경우 송달

결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 항목을 체크하시면 송달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하루에 한번 체크) 

(단, 2007. 3. 12. 이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한하여,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된 송달

내용에 한하여 조회됨)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9나24769 

사건번호  2009나24769 사건명  이사지위등부존재확인

원고  노태우 피 고  주식회사 오로라씨에스 외 6명

재판부  제18 민사부( 나) (전화:530-1267)

접수일  2009.03.11 종국결과  2010.02.05 파기환송

진행내용  전 체



일 자 내 용 결 과 공시문

 2009.03.11  사건접수   

 2009.03.13  원고 노태우 소송위임장 제출    

 2009.03.17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2009.03.17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영수,박상기,

박광우,박재명,성봉경,이종광,강혜원에게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 등본/소송안내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03.17
 피고1(피항소인) 주식회사 오로라씨에스에게 항소

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03.17
 피고2(피항소인) 노호준에게 항소장부본/소송안내

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03.17
 피고3(피항소인) 김상일에게 항소장부본/소송안내

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03.17
 피고4(피항소인) 이영주에게 항소장부본/소송안내

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03.17
 피고5(피항소인) 김인숙에게 항소장부본/소송안내

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03.17
 피고6(피항소인) 김상현에게 항소장부본/소송안내 위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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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송 체크

 2009.03.17
 피고7(피항소인) 김숙에게 항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03.23  원고대리인 이원일,최병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9.03.23  피고 주식회사 오로라씨에스외6 소송위임장 제출    

 2009.03.30  원고대리인 이원일,최병선 재배당신청서 제출    

 2009.04.10
 원고대리인 이영수,박상기,박광우,박재명,성봉경,

이종광,강혜원 제출기한연기신청서 제출
   

 2009.04.10
 원고대리인 이영수,박상기,박광우,박재명,성봉경,

이종광,강혜원 제출기한연기신청서 제출
   

 2009.04.22
 원고대리인 이영수,박상기,박광우,박재명,성봉경,

이종광,강혜원 준비서면 제출
   

 2009.04.23

 피고들(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동걸,전

태구,김희연에게 준비서면부본(09.04.22일자) 발

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04.28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영수,박상기,

박광우,박재명,성봉경,이종광,강혜원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04.28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원일,최병선

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04.28
 피고들(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동걸,전

태구,김희연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05.11  피고대리인 변동걸,전태구,김희연 준비서면 제출    

 2009.05.12
 피고대리인 변동걸,전태구,김희연 담당변호사 지

정서 제출
   

 2009.05.13
 원고대리인 이영수,박상기,박광우,박재명,성봉경,

이종광,강혜원 서증목록 제출
   

 2009.05.13  변론기일(서관 409호 15:00)  속행  

 2009.05.14  원고 노태우 소송위임장 제출    

 2009.05.14
 원고대리인 이영수,박상기,박광우,성봉경,이문섭,

강혜원 사임계 제출
   

 2009.06.23
 피고대리인 변동걸,전태구,김희연,민태호 준비서

면 제출
   

 2009.06.24  변론기일(서관 409호 15:00)  속행  

 2009.07.16  원고대리인 이영수 준비서면 제출    

 2009.07.16

 피고들(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동걸,전

태구,김희연,민태호에게 준비서면부본(09.07.16일

자)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07.22  변론기일(서관 409호 15:00)  속행  

 2009.09.09  원고대리인 이영수 서증목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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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09  변론기일(서관 409호 15:00)  속행  

 2009.10.26
 피고대리인 변동걸,전태구,김희연,민태호 서증제

출 제출
   

 2009.10.27  원고대리인 이원일,최병선 준비서면 제출    

 2009.10.27
 원고대리인 이원일,최병선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

출
   

 2009.10.28  변론기일(서관 409호 15:00)  속행  

 2009.11.02
 피고대리인 변동걸,전태구,김희연,민태호 열람및

복사신청 제출
   

 2009.11.23
 피고대리인 변동걸,전태구,김희연,민태호 문서제

출명령 제출
   

 2009.11.25  원고대리인 이영수 서증제출 제출    

 2009.11.25  변론기일(서관 409호 15:00)  속행  

 2009.12.01
 피고대리인 변동걸,전태구,김희연,민태호 열람및

복사신청 제출
   

 2009.12.09  변론준비기일(서관 1504호 15:00)   

 2009.12.15  원고대리인 이영수 준비서면 제출    

 2009.12.15  원고대리인 이원일,최병선,추교진 준비서면 제출    

 2009.12.16
 피고대리인 변동걸,전태구,김희연,민태호 준비서

면 제출
   

 2009.12.16  변론기일(서관 409호 14:00)  변론종결  

 2009.12.29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영수에게 조

정기일통지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12.29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원일,최병선,

추교진에게 조정기일통지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12.29
 피고들(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동걸,전

태구,김희연,민태호에게 조정기일통지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0.01.08  원고대리인 이원일,최병선,추교진 참고서면 제출    

 2010.01.11  조정기일(동관 653호 14:30)  조정불성립  

 2010.01.22  원고대리인 이원일,최병선,추교진 참고서면 제출    

 2010.01.27
 피고대리인 변동걸,전태구,김희연,민태호 참고준

비서면 제출
   

 2010.02.01
 원고대리인 이원일,최병선,추교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02.02  원고대리인 이원일,최병선,추교진 참고서면 제출    

 2010.02.05  판결선고기일(서관 409호 14:00)  판결선고  

 2010.02.05  종국 : 파기환송   

 2010.02.09
 피고들(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동걸,전태구,김희

연,민태호 판결등본
 2010.02.10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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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2010.02.09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영수에게 판

결정본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0.02.09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원일,최병선,

추교진에게 판결정본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0.02.09
 피고들(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동걸,전

태구,김희연,민태호에게 판결정본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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