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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박수현(Stacy Park) 변호사는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각

종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해 고객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개인고객부터 Fortune 500 

기업들과 미국 이외에 소재한 회사들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고객들을 대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박 변

호사는 제소전 자문, 협상, 증거개시절차, 데포지션(deposition), 전문가 증거개시절차, 명령신청 (motion 

practice), 공판 및 공판후 신청(post-trial motion) 등 소송 전 단계에서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Procopio의 Asia-Pacific Practice 그룹 중 한국 practice 주요 멤버로 한국기업과 미국 법인 및 지사, 한인

이 운영하는 기업 등에 업무 책임을 지고 프로코피오의 모든 분야의 변호사들과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되

도록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Procopio에 합류하기 전, 박 변호사는 오레건주 대법원(Oregon Supreme Court) Martha L. Walters 판사의 

extern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대표 업무 

• 캘리포니아주 중앙법원(Central District Court)에서 글로벌 화학제품회사를 대리하여 3주 간의 
공판 후 13,500,000달러의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음.  

•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특허침해소송에서 수동 라디오 주파수 
인식장치(“RFID”) 기술 개발자를 대리함.  

•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Northern District California)에서 6주 간의 배심원 공판에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비밀 유용 및 계약 위반 소송에서 Fortune 500 기업을 대리함.  

 
 



 

 

수상 
• San Diego Daily Transcript Top 40 Under 40, 2020 

• The Best Lawyers in America® Ones To Watch, 2021(소송-특허) 

• San Diego Super Lawyers® Rising Stars, 2018-2020(지식재산 소송)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State Bar of California) Wiley W. Manuel Award(2011) 

커뮤니티  
• 샌디에고 아시아 변호사 협회(Pan Asian Lawyers of San Diego) –회장; 이사회(2015-현재)  
• 캘리포니아주 아태 미국 변호사 협회(California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 
이사회(2019-현재)  

• 샌디에고 한미 변호사 협회(Kore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San Diego) –이사회(2011-2013), 
부회장(2013-2014)  

• 전미 아태 변호사 협회(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 회원 
• 캘리포니아주 소수민족 변호사 프로그램 대사 협의회(California Minority Counsel Program 

Ambassadors Council (2015- 2019)  
• United Way 여성 리더십 협의회(Women’s Leadership Council)– 운영위원회(2015-2017) 

 
학력 

• JD, Willamette University College of Law (Willamette Law Review – Member, Articles Editor) 

• BA (정치학 및 국제관계(역사 부전공)),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세미나 
•  “미국내 한국 사업체들을 위한 영업비밀 보호(Trade Secret Protection for Korean 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s),” Procopio Perspectives 팟캐스트, 2020. 7. 6, 공동발표자. 

•  “COVID-19와 미국내 한국 사업체들(COVID-19 And Korean Businesses In The U.S.),” Procopio 
Perspectives 팟캐스트, 2020. 5. 8., 공동발표자. 

• “지식재산을 사용한 미국에서의 사업기회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U.S. Using Intellectual 
Property),” Bio I-Corps, 한국, 대전, 2019. 9. 24. 

• 기조 연설자- “차이 좁히기: 편견 없애기(Bridging the Gap: On the Elimination of Bias),” 샌디에고 
패러리걸 협회(San Diego Paralegals Association), 샌디에고, 2019. 4. 27.  

• 주최자 - “스텝업!: 차세대 유색인종 변호사들을 위한 전문성 개발과 네트워크 형성(Step Up!: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Networking for the Next Generation of Attorneys of Color),” 캘리포니아주 
소수민족 변호사 프로그램(California Minority Counsel Program), 샌디에고, 2017. 3. 30. 

• 스타트업 질의응답 –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과 상표(IP and Trademarks for Startups), 2016 TekOne 
West Demo Day, 로스엔젤레스, 2016. 5. 21. 



 

 

• 사회자 –“장벽 허물기: 인하우스 인사이트; 한인 미국 사내 변호사로서의 내부 시선(Breaking 
Barriers: In-house Insight; An inside Look at being Korean-American In-House Counsel),” 샌디에고 한미 
변호사 협회(Kore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San Diego), 샌디에고, 2015. 4. 29. 

저서 

• 공동저자. “비밀유지계약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4 Keys to Protecting Your 
Trade Secrets with an NDA),” 2020.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