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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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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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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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전가격으로 인한 국제조세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비교법학, 창간호, 2000년 3월.
15. 의료기관의 조세부담에 대한 법리 해석 - 의료법인의 법인세 부과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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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중과세의 유형과 그 구제책, 연세법학연구 제6집 제2권, 1999년 12월.
17. 과세관할권(Tax Jurisdiction)에 관한 소고, 성운허경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9년 4월.
18. U.S. Advance Pricing Agreement: An Option to Resolve International Tax Dispute in
Transfer Pricing Cases, International Journal of Area Studies, 1997년 12월.
* 의료법 관련 연구논문

1. 의료과오소송과 의료의 질의 상관관계,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3권 제2호, 7-24쪽, 2005년 12월.
2. 미국의 의료과오소송과 의료의 질에 관한 고찰, 광운비교법학 제6호, 139-160쪽, 2005년 12월.
3. PACS에 대한 법규범과 행정규제의 문제점, 광운비교법학, 제3․4호, 107-128쪽, 200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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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연구논문
1. 대만 사립학교법에 대한 연구 -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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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력성 비디오게임에 대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판결이 한국게임법제도에 주는 시사점, 게임학회지
제10권 제1호, 65-78쪽, 2010.2.
4. 우리나라 디자인 진흥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동아법학, 제42권, 67-90쪽, 2008년 8월
5. 강의식 교육법의 대안에 관한 연구 -Case Method와 PBL을 중심으로, 송윤 강구철교수
화갑기념논문집, 3-23쪽, 2007년 3월.
6. 법학교육방법론에 대한 소고, 교육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73-89쪽, 2006년 12월.
7.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451-477쪽, 2006년 8월.
8. 민사재판의 공공정책결정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2호, 235-256쪽, 200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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