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briela M. Ruiz
변호사
마이애미
201 South Biscayne Boulevard, Suite 1900
Miami, Florida 33131
+1 305 967 6100

상파울루
Av. Presidente Juscelino Kubitschek 1600 Conjunto 112,
Itaim Bibi
São Paulo-SP, 04543-000
Brazil
+55 11 4933 6743
gabriela.ruiz@kobrekim.com

Gabriela Ruiz 변호사는 상사 소송 및 규제 조사 분야에서 개인 및 기업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 형사 사건 경력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기타 정부 조사에서 경영진을 대리한
바 있으며, 지적재산권, 노동 및 고용, 합작투자 분쟁에 관련된 복잡한 상사 소송을 처리해왔습니다.
코브레 & 김에 합류하기 전, 마이애미의 Holland & Knight에서 소송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Admissions

•
•
•
•
•
•
•
•
•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미국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
미국 제 11순회 연방항소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미국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
미국 플로리다 북부 연방지방법원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
이민심사행정국

Education

• 예일대 로스쿨, JD
• 스탠포드대 학사(우등)

Languages

• 포르투갈어
• 스페인어

Select Engagements

• 미화 수천만 달러 가액의 판결 강제집행을 위한 자산 추적과 회수 과정에서 개인 고
액 자산가 대리.

• 니카라과 법원의 판결을 미국 내에서 강제집행하려는 니카라과 회사에 대항하여 유
수의 다국적 기업 대리.

• 2016년 푸에르토리코 감독, 관리 및 경제적 안정법(Puerto Rico Oversight,
Management and Economic Stability Act of 2016, "PROMESA") 하에서 푸에
르토리코 재정 감독관리 위원회의 특별 조사 위원회 독립 조사관으로 봉직하면서 푸
에르토리코의 재정적 위기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 불법 리베이트 관련 기업 수사에서 고위 간부를 대리.
• 공공회계법 위반행위에 관련된 기업 수사에서 고위 간부를 대리.
• 정부 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위 간부를 대리.
• 스페인 연구개발 회사 Fractus S.A.를 대리하여 주요 미국 이동통신사 (Verizon,
AT&T, T-Mobile, Sprint)와 2개 안테나 제조사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 수행. 텍
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서 성공적인 1심 소송 끝에 코브레 & 김은 기지국 안테나 기
술 특허군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합의를 도출
Professional & Community Involvement

• 데이드 카운티 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 광고. 이전 사건의 결과가 이후 사건에서의 비슷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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