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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2005-현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7-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2011)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운영이사(2011-2012)
한국입법학회 기획이사(2008-2010)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소장(2016-2018)
한국헌법학회 총무이사 및 부회장(2018, 2021)
국회 전직 및 전담직위 평가시험 헌법출제위원(2014-2016)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17-2018)
과기부 주파수재배치보상심의위원회 위원(2018-2019)
국민대학교 인권센터장(2018-2021)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연구자문단 위원(2021-2022)

[연구업적]

1. 중국·통일법
- “중국의 입법절차와 법치주의”, 「입법학연구」, 2007. 12, 한국입법학회.
- “중국법원의 심판위원회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2007. 8,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중국 법원의 헌법해석권”, 「공법연구」, 2009. 2, 한국공법학회.
- “중국에서 외국디자인의 보호”, 「법조」, 2009. 8, 법조협회.
-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의 규제”, 「법학논총」,  2011. 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법학논총」, 2012. 10,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 헌법·사회보장법
- “청문권의 헌법적 수용가능성-법원에 대한 청문권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07. 8(제8권 제3호), 한

국비교공법학회
-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규정의 헌법합치성”, 「법학논총」, 2007. 8,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연명치료중단 판결의 헌법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2009. 12, 서울대 법학연구소.



- “연명치료중단 입법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2009. 12, 한국공법학회.
- “미국 입법학의 법령해석의 이론들”, 「입법학연구」 2010. 12(제7집), 한국입법학회
- “상담을 통한 낙태결정의 헌법적 검토”, 「공법연구」, 2011. 10(제40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 “건강보험상 임의비급여 허용의 문제점”, 「법학논총」, 2011(제24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헌법재판소의 낙태결정(2010헌바402)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 2013. 6(제19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 “국민안전과 존엄을 위한 의료법제의 정비”, 「법학논총」, 2015. 2(제27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

구소
- “학생소지품 검사의 헌법적 한계-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2013. 8(제19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방안-최근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혁논의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2014.12(제20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질”, 「세계헌법연구」, 2007. 6(제13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헌법적 한계”, 「입법학연구」, 2008. 12(제5집), 한국입법학회
- “헌법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헌법학연구」 2015, 12(제21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 “공무원연금 통합의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2015, 08(제21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

회
- “헌법상 지방정당의 역할과 보장”, 「세계헌법연구」, 2016, 12(제22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사회보장의 헌법적 실현방식”, 「세계헌법연구」, 2017, 12(제23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를 담은 개헌”, 「법학논총」, 2018, 10(제31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률안거부권의 헌법적 의의”,  「세계헌법연구」, 2019, 08(제25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 「세계헌법연구」, 2021, 08(제

27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서 출판물]
-  『헌법판례백선』, 법문사, 2012(공저)
-  『헌법소송론』, 제2판, 법문사, 2021(공저)
-  『중국의 사법제도』, 경인문화사, 2009(단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