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97.8 미국 Wisconsin-Madison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SJD) 

1997.8 – 현재    미국 뉴욕주변호사
1998.3 – 1999.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강사
1999.3 – 2007.8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2007.9 – 현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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