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 학

력

력

1980.3.1-1983.2.28 :

서울 경문고등학교

1984.3.1-1988.2.29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1989.3.1-1991.2.28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행정법)
논문제목 : 독일의 州相互間의 財政調整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 양승두 교수

1991.4.15-1997.7.29 :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행정법, 지방자치법 및 건축법)
논문제목

:

Gemeindliche

Planungshoheit

und

überörtliche

Planungen (지방자치단체의 計劃高權과 국가계획)
지도교수 : Günter Püttner 교수

* 학회활동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차기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및 고문ㆍ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ㆍ
한국공법학회･입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공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등 상임이사,
한국행정법학회ㆍ입법이론실무학회ㆍ한국법정책학회 등 이사

* 대외활동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ㆍ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ㆍ부산
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ㆍ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
위원회 제1실무위원회ㆍ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1실무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지원
위원, 감사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 진단위원,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게임
물관리위원회 등급재분류자문위원, 부산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ㆍ검찰시민위원, 부산광역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ㆍ부산광역시 감사결과처분심의회ㆍ부산광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ㆍ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부산대학교 기획부처장ㆍ법학연구소장 등 역임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위원장, 법제처 법제자문관, 감사연구원 자
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ㆍ권익행정 혁신 추진단 자문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자문위원,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자문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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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2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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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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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법학회, 2008. 6, 141-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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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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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법과 기업 연구, 제3권 제1호(2013.6), 서
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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