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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마이클 스카보로 변호사는쉐퍼드멀린의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소속으로
반독점  공정거래 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업무분야
스카보로 변호사는 복합소송 (complex litigation) 을 전문으로 수행하며
특히 반독점, 부정경쟁 및 소비자보호 분야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다수의 미국 및 다국적기업의 담당 변호사로서 미(美)연방 및 주정부
규제당국 주관 민  형사 사건을 비롯한 모든 단계의 집단소송에 있어
광범위한 법무 경력을 쌓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위한 충실하고 역량있는 업무수행으로Benchmark
Litigation, Super Lawyers, Legal 500 등을 포함하는 유수의
언론으로부터 최고의 전문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으며 특히
Competition Law360에 의해 40세 이하 전미(全美) 최고의 경쟁법 변호사
10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학력

•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J.D., 1999)

•

버지니아주립대학교 학사, (B.A., 1993) - 우등졸업, 파이베타카파
( Phi Beta Kappa )

자격취득

•

캘리포니아주

•

미(美)연방 제9순회항소법원

•

미(美)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

미(美)연방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

주요경력

주요업무분야
•

반독점  공정거래

•

송무:

• 반독점  공정거래
• 집단소송 방어
• 기타 일반송무
•

지적재산권 관련

대표적 소송경력
•

•

•

•

•

•

•

•

•

•

•

•

•

2012년 – 현재: 주요 다국적 전자기업의 미(美)전역
담당변호인으로 리튬이온전지 관련 민 형사 가격담합소송 방어
중. (사건명: In re Lithium Ion Batteries Antitrust Litig ., MDL
No. 2420)
2012년 – 현재: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스마트폰 특허 라이센싱 관련
거래거절 및 수요독점 소송 방어 중. (사건명: Cascades v. RPX
Corp ., ND Cal. 4:12-cv-1143 YGR)
2007년 – 현재: 브라운관 관련 가격담합소송에서 글로벌 전자기업
미(美)전역 담당변호인으로 규제 당국 집행 및 민사소송 방어 중.
(사건명: In re Cathode Ray Tube (CRT) Antitrust Litig ., MDL
No. 1917)
2000년 – 현재: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을 대리하여 지불카드
끼워팔기 및 배제적 카드결제망 운영 관련 혐의 상 제기된
집단소송 및 관련 합의에 대한 항소사건 담당 중. (사건명: In re
Credit/Debit Card Tying Cases , Cal. Jud. Council Coord.
Proc. No. 4335)
2006년 – 현재: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관련 사건에서
글로벌전자기업을 대리하여 민 형사 가격담합소송 수행 중.
(사건명: In re TFT-LCD (Flat Panel) Antitrust Litig ., MDL No.
1827)
2006년 – 2011년: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정적메모리칩 (S램) 관련
가격담합 민사 집단소송 방어업무 수행. (사건명: In re SRAM
Antitrust Litig ., MDL No. 1819)
2006년 – 2007년: 미디어뉴스그룹 및 캘리포니아 뉴스페이퍼스
파트너쉽의 콘트라코스타 타임즈, 산호세 머큐리뉴스 합병에
관하여 반독점법 상 제기된 사적소송(私訴)의 성공적 방어.
2005년 – 2009년: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써드파티 결제
프로세서 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상 제기 된 집단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을 대리,
기각판결 획득.
2002년 – 현재: 동적메모리칩(D램) 반독점법 관련 사건에서 민사
집단소송 및 규제당국 주관 소송 방어 중. (사건명: In re DRAM
Antitrust Litig. , MDL No. 1486)
외화 환전 행위 관련 캘리포니아주 부정경쟁법 상 제기된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을 대리하여5개월에 걸친 재판 과정을 통한
항소심 승소판결 획득. (사건명: Schwartz v.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et al. (2005) 132 Cal.App.4th 1452)
(2005년 재심인정, 2007년 재심기각)
2003년 – 2009년: 캘리포니아주 부정경쟁, 허위광고 및 소비자
법적구제법 상 제기된 잉크젯 프린터, MP3 플레이어 및
하드드라이브 허위광고 관련 다수 개별 소건에서 삼성전자의 유통
및 마케팅 회사 측을 대변하여 유리한 합의결과 도출.
2003년 – 2006년: 캘리포니아주 부정경쟁법 상 제기된 신용카드
차지백 (Chargeback) 관련 소송에서 마스터카드사 인터내셔널을
대리, 기각판결 획득.
2004년 – 2007년: 캘리포니아주의 송-베벌리신용카드법(Song-

•

Beverly Credit Card Act)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비자 프라이버시
관련 통합 집단소송에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 대리.
허스트 코퍼레이션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합병에 관하여 제기된
반독점법 상 사적소송(私訴) 재판에 참여, 승소. (사건명: Reilly v.
The Hearst Corporation, et al. (N.D. Cal. 2000) 107
F.Supp.2d 1192, 2000-2 Trade Cas. (CCH) ¶ 72,992.)

수상내역

•

Rising Star, Competition Law360 – 『컴퍼티션 로360』에 의해
40세 이하 전미(全美) 최고의 경쟁법 변호사 10인에 선정.
(2010년)

•

Future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 『벤치마크
리티케이션』에 의해 주목 할 만한 스타 송무변호사로 선정.
(2009년 – 2014년 연속 수상)

•

Northern California Rising Star, Super Lawyers –
『슈퍼로이어』에 의해 북 캘리포니아의 떠오르는 스타 변호사로
선정. (2011년)

•

Recommended Lawyer – Antitrust, Legal 500 – 『리걸500』에
반독점 분야 추천 변호사로 등재. (2012년 – 2013년)

소속협회

•

전미(全美)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및 동 협회
반독점 부문 회원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및 동 협회 반독점 부정경쟁법 부문
회원

•

샌프란시스코 변호사협회 반독점 부문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기사, 논문 및 저서
프로필 관련 기사

•

Rising Stars: Sheppard Mullin's Michael Scarborough,
Law360 , April 1, 2010

논문 및 저서

•

The New Face of Anitrust Investigations in China, Daily
Journal, October 23, 2013

•

The Case For Eliminating ACPERA's Supplemental
Cooperation Requirement For Amnesty Applicants,

Competition: The Journal of the Antitrust and Unfair
Competition Law Section of the State Bar of California , Vol.
20, No. 2, Fall 2011

•

Contributing author, Model Jury Instructions in Criminal
Antitrust Cases ,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2009)

•

Contributing author, California State Antitrust & Unfair
Competition Law , The State Bar of California Antitrust and
Unfair Competition Law Section (2009)

•

California Enacts New E-Discovery Rules (July 2009)

•

Yes, We Really Do Have Amnesty: District Court Enforces
DOJ Corporate Leniency Agreement, Dismisses Indictment
Against Stolt-Nielsen And Company Executives (January
2008)

•

IPO Underwriters Win Broad Antitrust Immunity In Supreme
Court (July 2007)

•

Plaintiffs Plead Your Plus Factors: Supreme Court Steps Up
Antitrust Conspiracy Pleading Requirements (June 2007)

•

Foreign Plaintiffs Challenging Global Cartels Strike Out Again
In U.S. (March 2007)

•

Second Circuit Affirms Dismissal of Merchant's Section One
Challenges to MasterCard Rules (December 2006)

•

Do We Really Have Amnesty?: Uncertainty Remains About
DOJ Corporate Leniency Program After Third Circuit Throws
Out Ruling Barring Indictments Against Stolt-Nielsen And
Company Executive (May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