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5나84701

 

 기본내역  

사건번호  2005나84701 사건명  교수지위확인

원 고  김명호 피 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재판부  제 2민사부( 나) (전화:530-1215)

접수일  2005.10.18 종국결과   
 

 진행내역  전 체

일 자 내 용 결 과 공시문

 2005.10.18  사건접수   

 2005.10.19  원고 김명호 문서제출명령신청 제출    

 2005.10.19  원고 김명호 청구취지변경신청 제출    

 2005.10.20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에게 청구취지 및 변
경신청서(2005. 10. 19.) 발송   

 2005.10.21  원고 김명호 항소이유 및 준비서면 제출    

 2005.10.26  원고 김명호 문서제출명령신청 제출    

 2005.10.27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에게 준비명령등본/
항소이유서및준비서면부본/준비서면요약표 발송   

 2005.10.28  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2005.10.28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2005.11.25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5.12.09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5.12.16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5.12.19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5.12.20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5.12.21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5.12.22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5.12.22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5.12.23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5.12.23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에게 변론준비기일통
지서 발송   

 2005.12.23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발송   

 2005.12.30  원고 김명호 문서제출명령신청 제출    

 2005.12.30  원고 김명호 문서제출명령신청 제출    

 2006.01.10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일동 탄원서(진
정서등) 제출    

 2006.02.14  기일변경명령   

 2006.02.14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기일변경명령등본 발송   

 2006.02.14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에게 기일변경명령등
본 발송   

 2006.02.21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소송위임장 제출    

 2006.02.23  변론준비기일(준비절차실 1906호 17:00)   

 2006.03.06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6.03.13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발송   

 2006.03.13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종철,강대성,이승
관,이재원에게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발송   

 2006.04.03  원고 김명호 항소이유보충서 및 준비서면 제출    

 2006.04.06  피고대리인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답변서 제출    

 2006.04.07  변론준비기일(서관 305호 10:00)  속행  



 2006.04.07  원고 김명호 준비서면 제출    

 2006.04.08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종철,강대성,이승
관,이재원에게 준비서면부본(06.04.07일자) 발송   

 2006.04.13  원고 김명호 변론의 녹취(속기)신청 제출    

 2006.04.21  원고 김명호 준비서면 제출    

 2006.04.21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종철,강대성,이승
관,이재원에게 준비서면부본(06.04.21일자) 발송   

 2006.05.01  원고 김명호 방어방법각하신청 제출    

 2006.05.11  피고대리인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서증인부서(갑
호증) 제출    

 2006.05.11  피고대리인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준비서면 제출    

 2006.05.12  변론준비기일(서관 305호 10:20)  변론준비종결  

 2006.05.12  원고 김명호 조서등본    

 2006.05.18  원고 김명호 변론의 녹음신청 제출    

 2006.05.18  원고 김명호 항고장 제출    

 2006.05.19  원고 김명호 준비서면 제출    

 2006.05.19  원고 김명호 조서이의신청서 제출    

 2006.05.26  변론기일(서관 305호 17:00)  변론종결  

 2006.05.26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5.29  원고 김명호 조서등본    

 2006.06.02  원고 김명호 특별항고장 제출    

 2006.06.02  원고 김명호 재항고장 제출    

 2006.06.02  원고 김명호 특별항고청구취지변경신청 제출    

 2006.06.05  원고 김명호 조서이의신청서 제출    

 2006.06.09  김명호 공개질의서 제출    

 2006.06.16  판결선고기일(서관 305호 14:00)  선고연기  

 2006.06.16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종철,강대성,이승
관,이재원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6.06.16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6.06.19  원고 김명호 이의신청서 제출    

 2006.06.19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6.19  원고 김명호 조서등본    

 2006.06.27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6.06.28 도달  

 2006.07.21  판결선고기일(서관 305호 14:00)   
 

송달내역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