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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for
매도 먼저 맞는 편이 낫다고, 알파고가 우리 먹거리를 침범하는 날이 온다면 최전방에 있고 싶습니다.
천재는 아니지만 빨리 배웁니다. 철학, 정치와 법을 공부하였고, 컴퓨터, 경제, 금융을 독학하였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데이터과학, 클라우드 컴퓨팅 및 – 바라건대 – 바이오테크를 공부하려 합니다. 가능한
많이, 가능한 빨리. 흠뻑 젖어야 합니다. 원격근무식의 파트타입 일을 찾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번 4시간 정도의 회의는 가능합니다. 해외회사도 환영합니다.

전화/스카이프 Worked as
+1 773 850 1589
lawfully

이메일
lawfully@
gmail.com

07/01 - 현재 미국변호사
여러 법무법인
여러 법무법인에서 기업, 스타트업 및 개인을 위해 계약작성, 소송 수행, 협상 및 기타
다양한 분쟁해결 (주로 라이센스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복잡한 금융거래, 스타트업
금융 및 기술 라이센스 등 호기심을 끄는 복잡한 업무에 관심이 많다.
01/00 - 현재 여러가지 일
lawfully.kr
저술, 블로그, 번역 (영한번역도 자신 있으나, 보통 한영번역을 선호), 강좌 및 컴퓨터
(맥과 리눅스) 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홈페이지
lawfully.kr
hyunkim.lawyer

관심사
클라우드

보안

웹

리눅스

바이오

기술
협상

분쟁
해결

1998 - 2001

Juris Doctor

1994 - 1997

정치학 석사

연세대학교

1985 - 1989

철학 학사

연세대학교

조지타운 법대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Earned certifications

맥

IoT

Learned at

01/2017

AWS Certified Solutions Architect - Associate

12/2015

Attorney at law

AWS

Washington State Bar Association

호기심

글쓰기

블로그

번역

문제
해결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Earned honors & awards
2004

Asia’s Leading Lawyer in Securitization and Structured Finance AsiaLaw

2003

Asia’s Leading Lawyer in Capital Markets

AsiaLaw

배우는 중 Published books
바이오테크
클라우드 아키텍처
머신러닝

책쓰기와 번역을 좋아한다. 지금껏 2권을 번역하고, 3권을 집필하였다. 언젠가는 영어로 집필하고
싶으나 아직까지는 한글로만 썼다.
파생상품 (2011) 원서 : Satyajit Das, “Traders, Guns and Money”
머니해킹 (2009)
OTL English (2008)
따라해보는 실전해킹 (1998)
밴디트 퀀 (1995) 원서 : Mala Sen, “Bandit Queen”

Curious, then read on
호기심 많은 사람에게 법은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배우고 기계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컴퓨터 (예를 들어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바이오 및 핀테크가 IoT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관련된 일을 하려 합니다.
궁금하시면 15 년 이력의 온갖 잡다한 분야에 대한 제 블로그 lawfully.kr나 최근 새로 만든 법,
법테크, 법률산업에 대한 hyunkim.lawyer을 가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도 블로그를 하려 해 본
적은 있지만, 별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내성적이라 사람 많은 사교모임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하는 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릴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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