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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변호사인 Kevin Feldis는 화이트칼라 및 수사 업무 부서의 파트너 변호사 겸 당사의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화폐 산업 

그룹의 일원입니다. 전직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검사 출신으로 컴퓨터 해킹 및 지적 재산권(Computer Hack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CHIP) 담당 검사로 재직하였으며 알래스카주 제1연방검사보(First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Kevin은 다년간에 걸쳐 복잡한 사안을 수사하고 법정 소송을 다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소송, 정부 기관 수사, 사이버 보안 및 사고 대응,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 및 글로벌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내사 및 기업 준법 관련 사안에 대하여 여러 기업체와 협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Kevin은 

노련한 협상가이며 아제르바이잔 바쿠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법무부 법률 자문 자격으로 미 

국무부와 협력한 경험이 있어 국제법과 외교 업무 경험도 풍부합니다.  

Kevin은 커리어를 쌓으면서 금융, 기술, 통신, 운송, 의료 서비스, 해운, 원유 및 가스, 제조, 어업, 목재 및 관광 등 다양한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수 취급했습니다. 특히 기업 수사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며 집행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DOJ에서 근무할 당시 형사 책임 워킹 그룹(Criminal Chiefs Working Group)과 국가보안 사이버 

전문가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활약하였으며 DOJ 환경범죄정책위원회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Kevin은 그간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도록 돕고 전국의 연방, 주 및 지자체 수사 기관 및 검찰, 그리고 해외 주재 

담당자와도 긴밀히 협업하였습니다.  

Kevin은 법무와 관련하여 DOJ에서 수여하는 최고 수준의 상으로 손꼽히는 John Marshall Award를 수상하였으며 미국 해안 

경비대의 공로 인정(Public Service Commendations) 대상으로 두 차례 지명되었고, 그간 기소한 사건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Kevin은 또 다른 국제적 법률 자문 역할을 맡아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증거물에 관하여 검사와 판사들의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미국 공무원, 민간 부문 및 국제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소비자, 비즈니스 및 정부 기관 대상의 사이버 위협의 실태를 평가하고 조언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Kevin은 인도네시아 대법원에서 채택한 최신 기업 범죄 책임 관련 규제를 실행하는 방안과 FCPA에 관해 

인도네시아 부패방지 위원회(KPK)에 조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Kevin은 여러 대륙에서 다양한 문화적 출신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었으며, 특히 국경을 초월하는 사안을 

다뤄본 전력이 있습니다. Kevin은 뉴욕에서 법률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서 서기로 재직하다 워싱턴 D.C.로 옮겨 소송 변호사 보조로 일했습니다. 또한 해외 정부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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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 법률 자문으로 두 차례 선정되어 해외 근무처 발령을 받고 사이버, 부패방지, 돈세탁 방지 및 환경 문제 등 국제 비즈니스에 

폭넓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안을 담당하였습니다.  

Kevin은 시애틀 대학교 법학대학의 법학전공 외래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재판 변호(trial advocacy) 및 환경법 집행 

강좌를 맡아 가르치며 정기적으로 정부 기관 수사, 기업 준법, 환경법 집행, 기업 고발,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증거 등에 관한 

강연도 주도합니다.  

소송 경험 

내사 

• 고도의 규제가 적용되는 업계에서 퇴사한 직원이 제기한 안전 문제 혐의에 대응하여 회사 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내사를 실시하는 업무 및 규제 기관에서 제기한 질의 사항에 응답하도록 지원하는 업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성희롱 혐의에 관한 내사를 실시하고 사측에 권장 행동 방침을 조언하였으며, 불만이 제기된 대상의 퇴사 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 청렴조달법(Procurement Integrity Act) 및 독점소유 정보 취급에 관련하여 내사를 실시하고 정부 기관 산하 하도급 
계약업체에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 전직 직원의 부정행위/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비영리 단체의 내사를 실시하였습니다.  

FCPA 및 국제실사 

• 중동 국가에서 연방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은 부서의 현지 대행업체에 해외 비자 및 사업 허가 발급 속행 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FCPA 위반 혐의에 대하여 미국 법무부 수사 대상이 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다수의 부서와 계열사를 두고 운영하는 미국 국적의 업체를 대신하여 제3자 실사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제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해외 제3자 비즈니스 관계 수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평가하여 완화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민사 소송 및 지적재산권 

• 미국 법무부에서 미국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 소장을 접수하여 관세법(Tariff Act)에 저촉되는 형태로 중국에서 위조품을 
수입한 혐의를 제기한 컴퓨터 하드웨어 업종의 기업체를 대리하였습니다.  

•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응하여 업체를 대리하였습니다.  

•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부서와 협조하여 소비자 가전제품 위조품 및 허위 포장/라벨링 사건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DOJ 수사/소환장 대응 

• 전기통신 업체의 DOJ 소환장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 스타트업 기술기업의 DOJ 시민권 부서 수사 대응에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 전국 체인점을 대리하여 알래스카 법무관실 소환장에 대응하였습니다.  

• 뇌물성 리베이트 금지법(Anti-Kickback Act)에 따라 부과되는 법인 및 기업의 책무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이버 보안 

•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사고 대응, 보고 의무 평가를 지원하고 법률 집행기관과의 업무를 조율하였습니다.  

• 비즈니스 이메일 보안 침해 및 이메일 스푸핑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에 조언을 제공하고, 재정적 손실의 세부 
사항을 수사하고 사내 통제 강화에 광련하여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FBI에 신고 및 협조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인터넷 사기, 이메일 스푸핑, DDoS 공격, 봇넷, 아동포르노, 위조품, 컴퓨터 무단 액세스 및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Computer 
Fraud & Abuse Act)과 연방법 위반 등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와 온라인 불법 행위 관련 수사를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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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준법 

• 기업 비즈니스 행동 강령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여 부패 방지, 부정행위 방지, 소셜 미디어 및 향응 정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체를 도와 기업 행동강령을 검토하고 돈세탁 방지/자금세탁방지법(Bank Secrecy Act) 작성을 지원했습니다.  

• 소셜 미디어에서의 직원 사진 사용 및 동의서 양식 작성에 관하여 업체에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 기업 준법 계획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DOJ에서 기업 준법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방식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업 교육 

• 연방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업데이트 

• 기업 의무, 준법 및 수사 

•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 

환경 범죄 

광산업* 

2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광산 회사의 기업 CEO를 대상으로 제기된 연방수질환경법(Federal Clean Water Act) 위반 혐의에 대한 

배심 재판을 담당하여 유죄 판결 및 1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운송* 

여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법(Act to Prevent Pollution from Ships) 및 수질환경법 위반 혐의로 선박 오염 사건에 대해 

운송업체, 항해사 및 기업 임원을 기소하였으며 이외에도 음모, 사법 방해 및 연방 수사원에 대한 허위 사실 주장 혐의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산물 처리* 

수질환경법 및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의 민형사상 위반 사실에 대하여 해산물 처리 시설 및 경영진을 수사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기름 유출* 

알래스카 근해에서 발생한 벌크 화물선 좌초, 대량 인명 피해 및 침몰 사건으로 인한 사고지휘시스템(Incident Command) 

발동으로 알래스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관계자가 연루된 사안을 

조정,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박 운항사를 기소하였습니다.  

송유관 누출* 

알래스카주 최대의 송유관 유출 사건을 수사하여 수질환경법 위반 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석면 사용금지 위반* 

건물의 부적절한 철거로 인해 발생한 대기정화법 산하 석면 사용금지 위반 사안에 대하여 업체를 기소하였습니다.  

폐수 처리* 

자치 폐수 처리장 직원에게 NPDES 수질환경법 허가서에 따라 요구되는 샘플 채취 결과 위조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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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법령* 

레이시법(Lacey Act),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철새협정법(Migratory Bird Treaty Act), 

수자원법(Refuse Act),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및 기타 야생동식물과 환경범죄 사건의 소송을 진행 및 

감독하였습니다.  

  

*당사 입사 전의 경력입니다.  

변호사 등록 

• 알래스카 

• 컬럼비아 특별구 

• 일리노이 

법원 등록 

• 제9 연방순회 항소 법원 

학력 

• 시카고대학교법학대학원 법학박사(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J.D.), 1994 

• 예일대학교 경제학 및 정치학 학사, 우등 졸업, 1990 

전문가 협회 리더십 

• 연방 변호사 협회, 알래스카 지부, 총무, 2015-2016, 집행 위원회, 2017-2018 

• 환경법 집행 워킹 그룹, 조정자, 자카르타, 2016-2017 

• 제9 연방순회법원 콘퍼런스, 알래스카 지구 대표 법조인, 2014-2016 

• 알래스카 변호사 협회, 윤리 및 준법 부서, 공동 의장, 2015, 집행 위원회, 2017-2018 

• Attorney Connect 프로그램, 강사(자원봉사), 2014 - 2015 

• 예일 클럽 알래스카 지부장, 1999 - 2002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 쿡만 축구회 코치(자원봉사), 2009 - 2104, 바쿠 국제학교 축구팀, 2006 - 2008 

• 자카르타 국제학교 및 추가치 초등학교, 강사(자원봉사) 

• 자문위원회 임원, 바쿠 국제학교, 2007 - 2008 

관련 채용 기록 

• 시애틀 대학교 법학대학, 외래 교수  

• 환경법 시행: 연방 환경 및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른 수사, 기소 및 준법, 2018년 가을학기 

• 재판 변호, 2015년 가을학기 

• 미국 연방검사 사무소, 알래스카 지방 검찰청  

• 연방검사보, 1999 - 2017 

• 제1연방검사보 겸 형사법 부서장, 2009 - 2016 

• 컴퓨터 해킹 및 지적재산권(CHIP) 변호사, 2013 - 2016 

• 국가보안 사이버 전문가 네트워크, 2013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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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범죄정책위원회, 2008 - 2016 

• 알래스카 안전한 거리와 안전한 학교 조성위원, 2002 - 2006 

•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관, 자카르타, 법무부 상주 법률 자문 위원, 2016 - 2017 

• 주아제르바이잔 미국 대사관, 아제르바이잔, 법무부 상주 법률 자문 위원, 2006 - 2008 

• Dorsey & Whitney LLP,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소송 변호사 보조, 1999 

• Bogle & Gates,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소송 변호사 보조, 1997 - 1999 

• Kirkland & Ellis, 워싱턴 D.C., 소송 변호사 보조, 1996 - 1997 

서기 

• Hubert L. Will 판사,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 

연설 

2018년 3월 8일 

FCPA 집행 및 기업 준법: 2018년에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사항 

업데이트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법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FCPA를 적극 집행하였으며 2018년에도 전반적으로 수사가 느슨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업데이트 문구는 2018년 3월 1일 자로 발행된 "FCPA 집행 및 기업 준법: 2018년에 알아두어야 할 4가지 사항(FCPA 
Enforcement and Corporate Compliance: Four Things to Know for 2018)"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변용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2018년 6월 21일 

DOJ 집행 업데이트 및 사이버 보안 업데이트 

간행물 

기업 준법 및 윤리 협회(SCCE), 2018 지역별 준법 및 윤리 콘퍼런스 

2018년 6월 20일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 

간행물National 8(a) Association, 알래스카 지역 콘퍼런스 

2018년 6월 5일 

내부자 관점 

간행물Perkins Coie Office/워싱턴주 시애틀 

Perkins Coie Office/오리건주 포틀랜드 



  
 

Perkins Coie LLP | 기밀문서 6 

2018년 5월 11일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술적, 법적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간행물연례 콘퍼런스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 기업협회/알래스카 앵커리지 

2018년 5월 2일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직원, 공급업체 및 제3자 위험 요소 완화 

간행물알래스카 변호사 협회, 고용법 부서 CLE 

2018년 4월 

제조국: 중국, 2025년: 부패방지, 해외 투자, 산업스파이 및 IEEPA 집행 관련 사안 

세미나 

상하이, 베이징 및 선전 

2018년 4월 

신기술과 새로운 위험: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기업 준법 

세미나 

2018년 4월 16일 - 2018년 4월 17일 

금융 수사, 산림 범죄, 토지 이용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인터폴 국가별 교육 

간행물강사 

인터폴 교육 프로그램/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2018년 3월 20일 

사이버 위협: 프로젝트 범위 설정, 계약 조항 및 대응 

간행물알래스카 변호사 협회 CLE/알래스카 앵커리지 

2017년 12월 12일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 2018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대비책 

간행물알래스카 변호사 협회, 윤리 및 준법 부서 CLE/알래스카 앵커리지 

2017년 8월 

환경범죄 사건에서의 디지털 증거 

간행물판사 교육/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2017년 8월 

사이버 범죄 

간행물학생 및 교직원 강의/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대학교 

http://proposalpilot/en/news-insights/made-in-china-2025-implications-for-u-s-law-shanghai.html
http://proposalpilot/en/news-insights/made-in-china-2025-implications-for-u-s-law-and-chinese-law-beijing.html
http://proposalpilot/en/news-insights/made-in-china-2025-implications-for-u-s-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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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디지털 증거란 무엇인가  

간행물강사 

검사 및 판사를 위한 DOJ 교육/인도네시아 누사두아 

2017년 6월 

임업 분야의 법인 범죄 

간행물인터폴 글로벌 삼림범죄 콘퍼런스/프랑스 리옹 

2017년 5월 

사용자 책임 및 기업 고발 

간행물인도네시아 말랑 

2017년 4월 

고급 부패방지 수사 및 기소 기법 

간행물법 집행 교육/인도네시아 반둥 

2017년 3월 

사이버 범죄와 법정에서의 디지털 증거물 사용 

간행물강사 

판사 및 검사를 위한 DOJ 교육/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7년 3월 

불법 벌목, 임업 분야의 부패 및 관련 금융범죄 

간행물강사 

DOJ 교육 프로그램/인도네시아 칼리만탄 

2017년 2월 

기업 형사 책임 세미나 

간행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법원/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5년 6월 

정부 기관과의 계약이 잘못되는 경우 

간행물National 8(a) Association 콘퍼런스/알래스카 앵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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