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고객을 위한 캐나다 공정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법률서비스 

사무소 소개 
Borden Ladner Gervais LLP (“BLG”)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 5개의 사무소 및 7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캐나다 
최대 규모의 법률사무소입니다.  

BLG 공정거래 및 해외투자 전문그룹은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캐나다 공정거래/반독점법 
및 해외투자 관련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10명 이상의 공정거래 전문가들이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및 캘거리 
사무소에서 고객의 주요 니즈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며 우수한 역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BLG의 공정거래 및 해외투자 업무는 세계적인 공정거래법 전문 미디어 Global Competition Review가 선정하는 
GCR 100 (공정거래 분야 100대 로펌)에서 “Canada’s leading practices”라 평가 받은 바 있으며, 저희 공정거래 
그룹 변호사들은 Chamber’s Global, Who’s Who Legal, Lexpert 등 주요 리걸 미디어 및 통계조사에서 지속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저희 변호사들은 캐나다 변호사협회 경쟁법 부문 (Canadian Bar Association Competition Law 
Section), 미국 변호사협회 반독점법 부문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국제 경쟁 정책 
네트워크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캐나다 상공회의소 등 각종 국내외 공정거래법 및 정책 커뮤니티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캐나다 공정경쟁위원회 (Canadian Competition Bureau) 및 관련 정부기관 및 부처에서도 높은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LG는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국 고객에게 캐나다 정부규제 관련 
종합적·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LG와 한국
현재 BLG는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 캐나다 로펌 중 가장 많은 한국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요 한국 기업 및 
현지 로펌과 오랜 기간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한국 고객의 기업문화 및 니즈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유수한 한국 로펌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협력이 필요한 중요 사안의 
경우 효율적으로 공동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LG는 현재 이러한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대한항공, 히타치 
LG 데이터시스템즈, KOGAS, KEPCO, POSCO 등 한국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및 주요 서비스 

 • 카르텔 조사 (자진신고 포함)

 • 집단소송 및 공정거래 소송 

 • 기업결합 지원

 • 유통, 가격책정, 마케팅 및 광고 규제 관련 자문  

 • 캐나다 투자법 관련 해외투자 자문 및 검토 

카르텔 조사, 집단소송 및 공정거래 소송 
BLG는 LIBOR, 항공 화물운송, 자동차 부품, 해운업, 전자 부품, 가스 소매업, 행정계약, LED 신호등, 우레탄폼 등 다양한 
주요 국내외 카르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수년간 고난이도의 복잡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BLG
는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국제카르텔 조사 및 자진신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카르텔 소송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캐나다 로펌 중 하나이며, 공정거래 업무에 정통한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여 카르텔 조사에 대응하는 고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캐나다와 타 국가 카르텔 조사에 빈번히 뒤따르는 캐나다 집단소송 대응을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저희 그룹이 지원한 주요 사건으로는 항공 화물운송, 항공 여객운송, 광 디스크 드라이브, 리튬 전지, 스마트 카드 칩, 자동차 
부품, 우레탄폼, 판금 소송 등이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걸쳐 발발하는 집단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BLG의 
역량은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 콜럼비아 및 알버타에 위치한 대규모 사무소간 네트워크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BLG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관련 캐나다 경쟁법원에서의 행정소송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Section 11 Orders를 포함한 캐나다 공정경쟁위원회 조사, 수색영장 발부 및 기타 
경쟁당국의 조사절차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결합 
BLG는 과거 성공적으로 복잡한 대규모 인수합병 거래들을 성사시켜 왔습니다. 저희 그룹은 기업결합 신고, 추가정보 
제공요청 (Supplementary Information Request: SIR) 대응, 캐나다 공정경쟁위원회와의 승인조건 협상, 그리고 필요한 
경우 경쟁법원에서의 행정소송까지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통, 기술, 정유 및 가스, 광산, 
금융, 운송 등 다양한 업계에서 방대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주로 여러 관할에서 동시에 규제를 받는 글로벌 기업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BLG만의 해법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캐나다 내 
글로벌거래 승인취득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선사합니다.   

유통, 가격책정, 마케팅 및 광고 관련 자문
BLG는 유통, 가격책정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희는 리테일 분야에서 주요 캐나다 
기업들을 지원한 바 있으며, 캐나다 광고, 마케팅 및 스폰서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마케팅과 광고 비즈니스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해외투자 검토
해외투자 검토는 민감 품목 또는 국유기업 투자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있어 특히 중요합니다. 저희 그룹은 
캐나다 감독당국의 검토절차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최근 해외 국유기업 투자자의 인수합병 건 관련 무조건 승인 
취득을 포함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주요 투자거래를 다수 성사시킴으로써 캐나다 해외투자 부문에서 선구적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룹은 전자통신 및 문화사업과 같은 특수 분야 관련 연방정책 및 법규제정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및 
자문 제공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주요 업무사례 
카르텔, 집단소송 및 공정거래 소송

 • 리튬 전지 관련 캐나다 집단소송 사건 (주요 한국 전자회사) 

 • 스마트 카드 칩 관련 캐나다 집단소송 사건 (주요 한국 전자회사 및 계열사)

 • 기타 여러 공정거래 관련 사건 (주요 한국 전자회사)

 • 항공 화물운송 할증료 관련 캐나다 경쟁공정위원회 카르텔 조사 (주요 한국 항공사)

 • 항공 화물운송 할증료 관련 캐나다 집단소송 사건 (주요 한국 항공사)

 • 항공 여객운송 할증료 관련 캐나다 집단소송 사건 (주요 한국 항공사)

 • 광 디스크 드라이브 관련 캐나다 집단소송 사건 (주요 광 디스크 드라이브 제조회사)

 • 자동차 수입품 관련 캐나다 집단소송 사건 (캐나다 BMW)

 • 캐나다 경쟁공정위원회 글로벌 LIBOR 조사 – 무혐의 조사 종결 (독일은행)

 • 전세계적 자동차 부품 카르텔 관련 조사 및 캐나다 집단소송 사건 (다수의 주요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기업결합/ 해외투자 검토

 • Loblaws, Shoppers Drug Mart사 $124억에 인수 (리테일) 

 • Health Care REIT, HealthLease Properties REIT $23억에 인수 (의료서비스)

 • Balfour Beatty plc, WSP Global에 Parsons Brinkeroff $12.4억에 매각 (전문 서비스) 

 • Idemitsu Kosan Co., Ltd., AltaGas Idemitsu Joint Venture Limited Partnership of Petrogas  
$8.8억에 인수 참여 (정유 및 가스)

 • Globalive Capital, WIND Mobile 인수 (통신) 

 • TransForce Inc., Vitran Corporation Inc. 인수 (운송)

 • Netflix, Inc.,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 제공 개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 KEPCO, POSCO, KOGAS의 다양한 상사 관련 업무 

주요 연락처
저희 한국 고객을 위한 공정거래 및 해외투자 법률서비스에 관하여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ubrata Bhattacharjee
Partner and Co Chair, National Competition  
and Foreign Investment Group
Borden Ladner Gervais LLP
Scotia Plaza, 40 King St W  
Toronto, ON, Canada  M5H 3Y4 
T 416.367.6371  |  F 416.361.2456    
sbhattacharjee@b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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