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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요약

성기문 대표변호사는 서울 상대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 해군장교로 복무중인 1981년 23회 사법시험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
였습니다.
1985년 3월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발령받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광주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
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이후 200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8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200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언론전담부 재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겸임하여 언론관계 재판업무를 담당하였고, 서울고등
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의료전담부 재판장으로서 담배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등
의료에 관한 다양한 판결을 남겼습니다. 또한 부패전담 형사재판장으로서 대통령 친인척사건 등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엄정한 재판을 한 바
있고, 행정사건 담당 재판장으로서 다양한 행정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특허법원에서 배석판사와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5년이상 근무를 하면서 쌓은 재판 경험으로 특허와 상표 등 지적재산권법에 조예가 깊습
니다.
2014년2월 “따뜻함이 녹아있는 법원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제45대 춘천지방법원장에 취임하고 제43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 하였습니다. 그 후 2년간 법원장으로 재직한 후 평생 법관제 도입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재판에 복귀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 재직시 춘천지역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 ‘의암호의 낙조’ ‘춘천교향악’등을 게재한 시집을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17년 2월 원로법관제도가 도입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으며 민사재판을 담당하면서
저작권법위반 사건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어’ 판결, 언론피해로 인한 손해배상판결 (서영교의원, 류여해 최고위원사건) 등
다양한 판결을 남겼습니다.
원로법관으로 재직하다가 2019년 1월 34년 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하였습니다.

전문분야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언론, 의료, 형사, 행정

학력
• 1976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 197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주요경력
• 1981

제 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2. 8

해군 중위전역(OCS 69차)

• 1985. 1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 1985 - 198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7 - 198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89 - 1991

광주지방법원 판사

• 1993

미국 듀크대 연수

• 1994 - 1995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 - 1997

사법연수원 판사/교수

• 1997 - 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9 - 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 - 2002

특허법원 판사

• 2002 - 200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2004 - 2005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5 -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 - 2007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 - 2008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8 - 2009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9 - 201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 - 2016

춘천지방법원장

• 2016 - 201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 - 2019. 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원로법관

• 2019. 1

정년퇴직(연령정년)

• 2019. 3 - 현재

에스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자격

한국
• 2019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언어
한국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