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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8

제22차 상임이사회

2018. 1. 29.(월) 11:00

인천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   

보고사항 I 회원 현황 등 11건

안     건 I 대한변협 분담금 납부

 (실제 월회비 수납액 만큼) 관련건 등 13건

제24차 상임이사회

2018. 3. 13.(화) 17:20

인천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   

보고사항 I 2018년 1월 및 2월 재정 현황 등 14건

안     건 I 원외재판부 유치 운동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으로 전환 추진의 건 등 19건

법률구조사업 운영위원회

2018. 1. 9.(화) 12:00~13:30 궁중삼계탕

2018. 1. 17.(수) 12:00~13:30 명가원설렁탕

안     건 I 법률구조신청 신건의 구조여부

제23차 상임이사회

2018. 2. 21.(수) 11:00

인천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

보고사항 I 회원 현황 등 11건

안     건 I 인천시와 본회간의 장애인 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협약 체결 등 7건

제25차 상임이사회

2018. 3. 27.(화) 17:20

인천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

보고사항 I 회원 현황 등 14건

안     건 I 2018년 회원 단합행사에 관한 추가 설문조사   

 현황 등 8건

광고심사위원회

2018. 1. 12.(금) 12:00 대도가

안     건 I 광고 설치와 관련한 질의서 논의

March

제19대 상임이사회

제19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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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

2018. 1. 26.(금) 12:00 인천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

2018. 2. 22.(목) 12:00 인천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

2018. 3. 22.(목) 12:00 인천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

안     건 I 진정사건 검토

심사위원회

2018. 1. 29.(월) 12:00 미림일식

안     건 I 사무원에 대한 진정의 건 등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2018. 1. 30.(화) 12:00 전라도밥상

안     건 I 당직변호사 명부작성 건

2018. 3. 20.(화) 12:00 전라도밥상

안     건 I 당직변호사제도 홍보 및 운영방안 등

홍보위원회

2018. 2. 2.(목) 12:00 미림일식

2018. 3. 9.(금) 12:00 루외루

안     건 I 홍보활동 계획 등

여성위원회

인천 2018. 2. 5.(월) 12:00 신선횟집

부천 2018. 2. 12.(월) 12:00 육대장 부천법원점

부천 2018. 3. 6.(화) 12:00 석쇠숯돌

안     건 I 친목도모

부천 청년변호사회

2018. 1. 29.(월) 화로구이 녹스빌

안     건 I 간담회

국제교류위원회

2018. 2. 28.(수) 12:00 미림일식

안     건 I 2018년도 국제교류일정 논의 등

인권위원회

2018. 1. 30.(화) 12:00 가회동칼국수

안     건 I 인천광역시 인권조례 제정 관련 등

2018. 3. 21.(수) 12:00 한촌설렁탕

안     건 I 인권정책 토론회 등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2018. 1. 25.(목) 12:00 화도농장(부천법원 앞)

안     건 I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점검 등

부천 인권소위원회

2018. 1. 22.(월) 12:00 갈치랑 고등어랑

2018. 2. 26.(월) 12:00 화들농장 식당

안     건 I 과거 형사사건 재심청구 논의 등

제19대 위원회



인천지방변호사회소식 우리 회 활동

www.incheonbar.or.kr
4

1. 원외재판부 유치 특별위원회 법원행정처에 원외재판부 설치 정식 건의

 - 2018. 1. 9. 11:00 법원행정처

 - 방문자 : 회장 이종엽, 총무이사 배영철, 재무이사 민병철, 원외재판부 유치 특별위원회 간사 박소영

2. 인천시 법무담당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 2018. 1. 11. 17:30

 - 참석자 : 회장 이종엽 등 본회 집행부, 인천시 법무담당관, 인사랑 사무처장,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집행위원장 등

   - 내용 : 원외재판부 유치 관련 법원행정처 방문결과 및 후속조치 논의

3.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18. 1. 23. 14:00 대법원 청사 앞 

   - 본회 회장 등 집행부는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

월회비 45,000원으로 인하 공지

2018년 2월 26일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회원 1인당 대한변협 분담금이 5,000원 인하됨에 따라 본회는 「월회비 인하 

문제 논의 예정 사전 공지문」을 2018년 2월 26일 회원 여러분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본회는 2018년 3월 13일 상임이사회에서 월회비를 5,000원 인하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며, 2018년 3월분

부터 월회비는 45,000원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2018년 3월분 월회비를 50,000원 납부하신 회원께는 5,000원 만큼 반환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

알  림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약속
(2018. 2. 7. 경인일보 등)

인천변회, 한마음정월대보름 봉사
(2018. 3. 2. 아주경제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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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보/도

본회는 2018. 2. 5. 본회 회관 5층에서 2018년

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그린나래 봉사단 창

단, 어울림한마당 행사, 원외재판부 유치특별

위원회 활동 등 2017년 주요사업 경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이종엽 회장은 해경부활·인천환

원운동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배영철 변

호사(사법연수원 32기·총무이사)에게 공로상

을, 우승하(변시2회,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이광덕(변시2회, 청년위원회 위원장, 

어울림한마당 준비위원)·최선애(변시2회, 그

린나래 봉사단 간사)·방효정(변시1회, 홍보위

원회 위원, 소식지 발간) 변호사에게는 각각 표

창장을 그리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김철

회 사무처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박기태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

회장, 전성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영길 

인천가정법원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등 외빈 11분과 회원 25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천일보, 경인일보에서 보도하였습니다.

본회는 2015. 6.경 대법원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을 제출한 이후 관내 시민단체들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원외재판부 유치 노

력을 하여 왔고 2018. 1. 30.경부터는 대법원 

청사 앞에서 원외재판부 유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회의 노력

의 결과, 2018. 2. 7.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

장은 2019.초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인일보, 오

마이뉴스 등에서 보도하였습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2018. 2. 8. 인천일보 등)

본회 이종엽 회장과 그린나래 봉사단 소속 회

원들은 2018. 2. 28. 정월대보름을 맞아 남동

구 소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럼나눔, 무

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지역 홀몸 노인과 

부럼 깨기를 하면서 대보름 선물을 전달하고 점

심 식사를 대접하였으며, 저소득 어르신을 위하

여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주경제신문, 인

천일보 등에서 보도하였습니다.



본회 김선영 회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 선정 

(2018. 3. 19. 대한변협신문 등)

본회 소속 김선영 회원(사시 55회)이 2018. 3. 

19.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년 우수변호사 10

인에 선정되었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는 2017년 

인천지방변호사회 봉사단 ‘그린나래’에서 김장

김치담그기봉사, 연탄배달봉사, 급식봉사 등을 

활발히 하였으며,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보호관

찰대상 청소년의 멘토가 되고 있으며 국선변호

로 무죄 및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모

범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

협신문 등에서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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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본회는 2018. 3. 25.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된 '

제18회 2018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 단체

로 참가하였습니다. 

이날 참가한 마라톤 동호회 '인천달변(인천지

방변호사회 달리는 변호사들)'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해사법원 인천 설치를 촉구하는 홍보활

동을 벌이며 마라톤 코스를 달렸습니다. 본회

는 향후에도 지역 주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 지역발전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

습니다. 인천일보에서 보도하였습니다.

“인천에 고법·해사법원 꼭 설치해야” 
마라톤 뛰며 알린 변호사들

(2018. 3. 26.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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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현황 (2018. 3. 26. 기준)   

· 총회원 628명    · 개업회원 442/114명    · 미개업 21명 

· 휴업회원 38/13명   ※ (인천/부천)
회원동정
2018

신규
개업 

02/01  라 혁 회원(1983년생)  

부천시 상일로 130, 907호 

(상동, 부천법조빌딩)

전화 561-4800

팩스 561-4805 

02/06  김다연 회원(1979년생)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126,102호,204호 

(상동, 뉴법조타운)

전화 325-0522

팩스 325-0524

 

02/28  최명섭 회원(1984년생) 

인천시 남구 학익소로63번길 8, 303호 

(학익동, 청인빌딩)

전화 872-9850

팩스 874-9851

 

02/01  김보경 회원(1983년생)

부천시 상일로 130, 907호 

(상동, 부천법조빌딩)

전화 561-4800

팩스 561-4805

02/07  김유미 회원(1979년생)

인천시 남구 소성로 171, 402호 

(학익동, 평창빌딩)

전화 863-3301

팩스 863-3302

03/05  김형주 회원(1973년생)

부천시 상일로 130, 407호

(상동, 부천법조빌딩)

전화 325-3555

팩스 324-8280

03/09  정은혜 회원(1988년생)

인천시 남구 학익소로63번길 8, 401호 

(학익동, 청인빌딩)

전화 872-9860

팩스 872-9805

02/22  양기오 회원(1984년생) 

인천시 남구 학익소로 29, 6층 

(학익동, 석목법조빌딩)

전화 861-7100

팩스 861-1701

03/14  원경주 회원(1981년생) 

인천시 남구 소성로185번길 28, 303호 

(학익동, 명인빌딩)

전화 712-6300

팩스 861-6302

소속변경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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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일  자 회  원 세부내용

2/5 김영진(34기) 부친상

2/9
문지혜

최윤석

부친상

빙부상

2/14 조용균 모친상

2/18 장성관 부친상

3/1 구본우 부친상

3/9 이선기 부친상

3/11 장성욱(2018.2.23. 휴업) 부친상

3/15 김상하 빙부상

휴업회원
소속변경

전회

황정현 회원 01/24 서울회로

전지은 회원 02/13 서울회로

신동화 회원 02/21 서울회로

조유리 회원 02/27 서울회로

윤진호 회원 02/27 서울회로

하창진 회원 02/27 서울회로

추일환 회원 03/12 서울회로

이승준 회원 03/15 서울회로

이영진 회원 03/15 서울회로

조정훈 회원 03/20 서울회로

정이훈 회원 03/20 서울회로

김요한 회원 03/23 경기중앙회로

이지혜 회원  01/29 

김은신 회원  01/30

정서희 회원  02/05

장성욱 회원  02/23

조민정 회원  02/26

김영주 회원  02/28

이은혜 회원  03/02

최효선 회원  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