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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1975. 경동고등학교 졸업
198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95. 미국 Yale Law School



경력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5.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7.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0. 대전지법 강경지원 판사
1992.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5.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1.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2.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2004.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2006.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

기타경력
2002. 선거관리위원장(진주시, 부천시, 원미구, 서울광진구)
2005. 제11차 유엔형사법회의 한국대표단

(“한국의 경제범죄”에 관하여 주제 발표)
2007.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사실무)
200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現)
2008. 법률신문 편집위원(現)
2009.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 소장(~2011)
2009. ㈜대한주택보증, ㈜현대증권, ㈜SK네트웍스, 

㈜신한카드, ㈜스포츠서울 사외이사(~2021)
2010. 2009년 동계 한국대학생 해외봉사단 단장
201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2012.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2011.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2011.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201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사
2016.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위원회 위원장
2016.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2017. INSOL International Seoul Seminar 공동의장
2017. (사)한국도산법학회 회장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18.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現)
2018.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자문위원회 위원장
2019.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심의위원회 위원(現)
2019.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現)
2019. 대한상사중재원 교육과정자문위원회 위원
2020.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2021. 고려대 로스쿨 특임교수(민사소송법, 집행법, 도산법)

상훈
2016. 표창장(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
2017.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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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중재대상(국내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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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2011. 주석형법총칙(2), 공저, 사법행정학회
201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e-book), 공저, 로앤비
2021. CIVIL PROCEDURE IN SOUTH KOREA, 단독, Wolters Kluwer (London)
2021. ADR 입문, 단독,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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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 불구속 재판 시행의 과제, 법원행정처
1997.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구속기준”, 영장실질심사제도(이론적 기초와 논리 Ⅱ), 법원행정처
1997. “영장실질심사제하에서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제도 -이론적 기초와 논리 Ⅲ, 법원행정처
1997.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검토”, 서울지법 판례연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7. “교통사고범죄의 양형과 구속사유와의 관계”, 교통사고범죄와 양형, 법원행정처
1998.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미국의 입법과 실무례”, 사법논집(제29집), 법원행정처
1999. “파산관재인 : 그 법률상 지위와 권한을 중심으로”, 파산법의 제문제, 사법연수원
2001. “상장법인 M＆A에 관한 법적 문제 –공개매수제도를 중심으로-”, 재판자료(제91집), 법원도서관
2003. “불구속재판의 실천적 과제”, 형사재판의 제문제(제4권), 형사실무연구회
2007. “미국 연방법원의 심급제도”, 안암법학
2008. “일반환취권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 인권과 정의(제386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 “도산절차에 있어서 재산 및 기업가치의 평가”, 고려법학
2010. “리걸클리닉 교육의 의의, 현황 및 과제”, 고려법학
2011. “미국 로스쿨의 검찰실무교육”, 법조
2012.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 법조
2012. “재판기록의 공개”, 사법
2012. “회생계획안의 인가-기업가치의 분배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4. “미국 파산법상 회생계획안 인가 전의 영업재산 매각”, 사법
201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과 소유권 

관련 청구의 소송상 취급”, 저스티스
2016. “우리나라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상고법원안과 대법관 증원론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18. “회생절차개시가 매각이 완료된 부동산집행절차에 미치는 효력”, 안암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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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영장실질심사제하에서의 형사재판 (하)”, 연구논단, 법률신문 
2000. “공개매수에 관한 증권거래법의 개정방향(상)”, 연구논단,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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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법령용어 순화'의 문제점”, 법조광장, 법률신문 
2009. “미국 로스쿨 실무교육과 우리나라 로스쿨의 과제”, 연구논단, 법률신문 



2012. “경찰관이 체포영장 발부된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나”, 연구논단, 법률신문 

2014. “대북전단살포,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 아니다”, 법조광장, 법률신문 
2015.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에 부쳐”, 법조광장, 법률신문 
2016. “개정 국내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취지”, 연구논단, 중재(제346호)
2017. “중재산업진흥법의 시행과 전망”, 연구논단, 중재(제347호)
2017. “국민의 안보불안만 가중시키는 정부”, 법조광장, 법률신문 
2018. “계약해제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과 변론주의”, 판례평석,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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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보고서
2009. “법관안식년 제도에 관한 연구”, 단독, 법원행정처
2011. “로스쿨생의 검찰실무실습을 위한 임상적 교육방안 모색”, 단독, 법무연수원
2011. “법정 변론의 바람직한 기록화 방안 연구”, 공동,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2013. “각국의 부동산 및 동산 집행방식에 관한 연구”, 단독, 법원행정처
2013. “바람직한 법관 중 가인 김병로 선생의 사법행정가로서의 업적 연구:  

사법행정가로서의 가인 김병로 선생”, 공동, 법원행정처
2015. “비송사건절차법의 정비 및 절차개선방안”, 공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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