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파트너 변호사
sglee@snlplaw.com

경력 요약

이승구 변호사는 현재 에스앤엘 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1981. 9. 검사임관 이후 2008. 3. 검사장으로서 검사직을 사직할 때까지 27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로서 3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4년,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장으로 1년, 대검찰청 중앙수
사부 1, 2과장 및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장검사로 2년 4개월 등 검찰의 특별수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뛰어난 업무성과를 거두어
특별수사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승구 변호사는 에스앤엘 파트너스 합류 이전에 법무법인 세종에서 10년 간 파트너 변호사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전문분야
민사, 형사, 행정, 건설, 가사, 기업자문

학력
• 1964 - 1967

대구 경북중학교

• 1967 - 1970

대구 대륜고등학교

• 1971 - 1975

경북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1975 - 1977

경북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수료

주요경력
•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1981

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 1981

검사 입관

• 1983 - 1985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 1985 - 1988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1988 - 198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9 - 1993

법무부 보호국 조사과 검사

• 1993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관

• 1993 - 1994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 1994 - 1995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부장검사

• 1995 - 1997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

• 1997 - 1998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장

• 1998

대검찰청 강력부 강력과장

• 1998 - 2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2과장

• 2000 - 200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장

• 2001 - 2002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장검사

• 2002 - 2003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

• 2003 - 2004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04 - 200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 200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5

검사장 승진

• 2005 - 2006

법무부 보호국장

• 2006 - 2007

법무부 감찰관

• 2007 - 200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퇴직

• 2008 - 2017

법무법인 세종(SHIN&KIM)

• 2017 - 현재

에스앤엘 파트너스 (전 법률사무소 신&박) 파트너변호사

주요저서 및 논문
범죄로부터 사회방위를 위한 효율적 방안(서울법대 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논문, 2006. 2.)

자격
• 1978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언어
한국어, 영어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