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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5월 2011 

포덤 법대, JD  

- 포덤 어번 저널, 에디터 

- 포덤 뭇 코트 보드 맴버 

- 포덤 법률 작가상  
MAY 2006 

NEW YORK UNIVERSITY, BA CUM LAUDE, POLITICAL SCIENCE, ECO  
- NYU Mock Trial, Executive Board (5th Place Annual National Competition)   

EXPERIECNE 

NOV 2015 

RIVKIN RADLER LLP, PARTNER  

- 사무소 조치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여 상표 및 저작권 신청서를 작성, 제출 및 

관리하고 자산 구매 계약, 라이선스 계약, 운영 계약 및 고용/컨설팅 계약 초안 

작성을 포함한 거래 문제를 처리한 경험이 있음. 

- 사무소 조치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여 상표 및 저작권 응용 프로그램을 준비, 제출 및 

관리하고 자산 구매 계약 초안 작성, 라이선스 계약, 운영 계약 및 고용/컨설팅 

계약을 포함한 거래 문제를 처리한 경험이 있음. 

- 변호사 팀을 관리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직원을 지원합니다. 

- 회사의 "젊은 리더"상 수상 및 리더십 이니셔티브에 선정됬음 

- 뉴저지주 상공회의소 "Gamechanger Future Leaders Award" 수상 Received National 

- 아시아 태평양 미국 변호사 협회의 2022년 "40세 미만 최고의 변호사" 수상. “   
NOV 2015 

NASSAU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ASSISTANT DISTRICT ATTORNEY  

- 과실치사, 차량 살인 및 기타 중범죄를 포함한 수많은 배심원 재판에서 수석 

변호인을 역임했슴. 

- 증언을 위한 증인 준비 및 법 집행 기관, 민간인, 다양한 전문가, 기업 직원 및 

의료진에 대한 직접/대질 심문을 수행한 광범위한 경험을 얻었음. 

- 수백 건의 대배심 발표 및 재판 전 청문회를 진행하고 소송 준비를 위해 기소장, 

신청, 소환장, 영장 및 기타 문서를 준비한경험있음. 

- 분석된 의료 및 재무 기록, GPS/전화 데이터, 법의학, 독성학 및 재건 보고서를 

편찬한적 있음  

-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상'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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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EXPERIENCE 

2011 

퀸즈 카운티 지방 검사실, 법무 인턴 

2010 

뉴욕 카운티 지방 검사실, 법무 인턴  
2009 

THE HONORABLE DANNY K CHUN, 대법원(KINGS COUNTY, NY), 법무 인턴  

2006-2008 

WACHTELL, LIPTON, ROSEN, & KATZ, 법무 인턴 

ACTIVITY 

2018-PRESENT  

한인 변호사 협회 (KALAGNY), 회장 

- 위원회(2015-2018), 검찰위원장 (2013-2015) 
2019-PRESENT  

뉴욕한인회(KAAGNY), 위원회(2019-PRESENT) / 서기 (2013-2015)   

아시아-아메리칸 변호사 협회 (AABANY), 멤버 

아시아 태평양권 아메리칸 변호사 뉴저지 협회 (APALA-NJ), 멤버 

아시아 태평양권 아메리칸 변호사 협회 (NAPABA), 멤버 

세계 한인 변호사협회 (IAKL), 멤버 

NEW JERSEY STATE ETHICS COMMITTEE, BERGEN COUNTY, 법무 수사관 (2017-

2021) 

한인 검사협회 (KPA), 이사, NORTHEAST REGIONAL GOVERNOR (2013-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