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yers | Patent & Trademark Agents.

© 2016 Borden Ladner Gervais LLP ("BLG"). All rights reserved.

학력/법조계 입문

유럽연합법 준석사과정, 런던 

킹스칼리지, 1996 년

폭스 장학생, 런던 미들 템플, 영국, 

1995 년

댈하우지 대학교 법학사, 1993 년

댈하우지 대학교 문학사, 1990 년

댈하우지 대학교 이학사, 1989 년

온타리오주 법조계, 1995 년

전문 활동

캐나다 상공회의소 경쟁법 및 

정책위원회 의장

미국 변호사협회 반독점법 부문 위원 

(2015 년-현재)

미국 변호사협회 반독점법 부문 

위원회 공동의장 (2012-2015)

미국 변호사협회 반독점법 부문 장기 

계획 위원회 회원 (2011-2012)

개요

Subrata(수브라타 바타차지) 변호사는 BLG 토론토 사무소 파트너로서 경쟁법 및 해외투자 

심사 그룹의 부의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외 동료평가 설문조사에서 캐나다 최고의 

경쟁/반독점법 및 해외투자 전문 변호사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고객과 

법조계 동료들은 “함께 일하고 싶은 파트너이자 열정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Chambers Global)이며, “국내 최고 경쟁법 전문가 중 한명”(Who’s Who Legal)이라 

평가했습니다.  

Subrata 변호사의 주요 전문 분야는 준형사 및 위헌 사건을 포함한 경쟁/반독점법, 

해외투자법, 규제당국 소송 관련 다각적 업무입니다. 캐나다 국내외 주요 카르텔 조사에서 

많은 기업을 변호했고, 거의 모든 산업 부문의 대규모 기업 합병을 성사시킨 바 있으며, 또한 

캐나다 경쟁법에 따른 기타 쟁점 및 준법감시에 관해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해외투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캐나다 투자법 및 국영기업에 관련된 기타 연방 

정책/제정법의 규제 대상인 해외 기업(국영기업 포함)의 캐나다 투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온타리오 주 모든 심급 법원 및 캐나다 대법원 법정에서 고객을 대변한 경험이 

있습니다. 

Subrata 변호사는 BLG의 국제 활동, 특히 동아시아 지역 관련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관련 업무, 규제당국 대응 전략 및 정책 관련 쟁점에 대해 심도 깊고 전문성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Financial Times, Bloomberg, Globe and Mail 및 National Post 등 국내외 주요 언론 

기관은 이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캐나다 경쟁/반독점법 전문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Subrata 변호사는 세계경제포럼, 세계지식포럼, 아시아 태평양 경제위원회의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참여했으며, 2009년부터 국제경쟁 네트워크의 민간 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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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협회 반독점법 부문 유통 

및 프랜차이즈 위원회 의장 (2009-

2011)

캐나다 변호사협회 반독점법 부문 

형사사법 위원회 의장 (2008-2009)

국제경쟁 네트워크(ICN)-카르텔 조사 

그룹(SG1 과 SG2)의 민간 고문

지역사회 활동

댈하우지 대학 경쟁법 파트타임 교수,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2001-2011)

퀸즈 대학교 법대, 법정변론 특별강사

(1999-2001)

역임했습니다. 

주요 자문 경력

 카르텔 변호 및 경쟁법 집단소송: 귀금속, LIBOR, 환율, 항공 화물운송, 

자동차 부품, 베어링, 석유 소매, 애프터마켓 판금, LED 신호등, 리튬 전지, 

스마트 카드칩, 광 디스크 드라이브, 자동차 수입, 화물 포워딩 및 항공 

여객운송 업무 

 합병: Zayo/MTS Allstream, Globalive Capital/Wind Mobile, Northern

Property/True North, Parsons Brinkerhoff/WSP Global, Health Care
REIT, Inc./Health Lease Properties REIT, Google/Arris,
Danaher/Beckman Coulter, AGF Financial/B2B, Alliance Atlantis/Maple
Pictures, Lionsgate/Icahn Group, Philip Morris International/Rothmans,
Teck/Aur Resources, Abu Dhabi National Energy Company
(TAQA)/PrimeWest, Phelps Dodge/Inco/Falconbridge.

 규제 전략: Netflix LLC 및 삼성전자 등 국내외 고객에 규제 정책 및 변론 

제공

출판 및 발표 경력

Subrata 변호사는 경쟁/반독점법 문제, 해외투자 규제 및 관련 주제에 관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출판 및 강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간행물 및 발표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론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리니언시(leniency) 과정 취득방법” 

2016 년도 국제경쟁 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샵, 스페인 마드리드, 

2016 년 10 월 

 강연자, "개발에 대한 토론", 캐나다 변호사협회 경쟁법 추기 컨퍼런스, 

온타리오 오타와, 2016 년 10 월

 프로그램 의장, 글로벌 세미나 시리즈 – 서울편, 미국 변호사협회 

반독점법 부문, 한국 서울, 2016 년 9 월

 강연자, "합병 관련 실사- 국경간 준법감시 고려사항”, 캐나다 변호사협회 

경쟁법 부문 텔레세미나, 2016 년 1 월.

 사회 및 강연자, "성공적인 국제 투자의 비결", 제 16 회 연례 세계지식

포럼, 한국 서울, 2015 년 10 월

 강연자, “죄와 벌: 형사 경쟁법상 문제”, 사업 소송의 신생이슈 대회에서 

발표, DRI, 토론토, 2015 년 6 월

 강연자, “캐나다의 카르텔 소송건에 관한 사적구제”, 국제 비즈니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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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워싱턴, 2015 년 4 월

 강연자, “가격 유지: 캐나다와 미국의 새로운 상황” 캐나다 변호사협회 

경쟁법 부문 텔레세미나, 2015 년 3 월  

 강연자, “국제 카르텔 집행에서의 갈등과 예양- 최신 문제”, 뉴욕주 

변호사협회 반독점 부문 연례 회의, 뉴욕, 2015 년 1 월 

 "시장 지배력과 시장획정" (데네스 로스차이드 공저), 캐나다 경쟁법의 

기초요건 (3 판 ) CBA/Carswell, 2015 년

 토론자, “협력의 위급존망의 시기”, 2014 년도 국제경쟁 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샵, 대만 타이베이, 2014 년 10 월

 사회자, “산업부문 규제와 경쟁법간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국제적 관점”, 

제 9 회 캐나다 변호사협회 춘기 컨퍼런스, 온타리오 토론토, 2014 년 6 월 

 강연자, "캐나다의 유통 개발”, 미국 변호사협회의 제 62 회 반독점 춘기 

회의, 워싱턴, 2014 년 4 월

 강연자, "2013 년도 아시아의 북미 투자 그리고 북미의 아시아 투자”, 

2013 년도 국제 변호사협회 연례 회의, 보스턴, 2013 년 10 월 

 강연자, “국제 반독점 기본요소,” 기본요소-반독점 대회에서 발표, 미국 

변호사협회 제 61 회 반독점 춘기 회의, 워싱턴, 2013 년 4 월

 강연자, “국제 반독점 기본요소” 미국 변호사협회 반독점법 텔레세미나, 

2012 년 10 월 

 강연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소송건 구제에 대한 비교 연구 - 

캐나다”, 글로벌 광고 소송 전략 조정 대회에서 발표, 제 3 회 광고 분쟁 

소송 및 해결에 관한 전문 포럼, 미국 컨퍼런스 학회, 뉴욕, 2012 년 6 월 

19-20 일  

 의장 및 사회자, 캐나다 상공회의소 해외투자 원탁회의, 온타리오 토론토, 

2012 년 6 월 

 사회자, 문화부문 투자심사 패널, 캐나다 변호사협회, 해외투자 심사 

위원회 연례 회의, 온타리오 토론토, 2012 년 6 월

 강연자, “국제 반독점 기본요소”, 기본요소-반독점 대회에서 발표, 미국 

변호사협회 제 60 회 반독점 춘기 회의, 워싱턴, 2012 년 3 월

 “캐나다식 국가보안: 투자 캐나다법 및 새로운 국가보안 심사”, 공동 저서 

FDI 관점: 국제 투자 관련 이슈, K. Sauvant, L. Sachs, K. Davies, R.

Zandvliet, eds., 베일 컬럼비아 센터, 2011 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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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 “자원에 대한 캐나다의 투자 환경”, 일본 석유 가스 금속 공사  

브리핑, 일본 동경, 2011 년 12 월

 토론자, “경쟁법 – 재교육 및 최신소식” 캐나다 변호사협회, 노바스코샤 

핼리팩스, 2011 년 11 월

 의장, “경쟁자 제거 및 경쟁 축소의 수단인 속임수”, 미국 변호사협회 제 

59 회 반독점 춘기 회의, 워싱턴, 2011 년 3 월

 강연자, “부문 재판소, 실사 및 사실: 비법조인이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가?” 2010 년도 국제 변호사협회 연례 회의, 비씨 주 밴쿠버, 

2010 년 10 월 

 “캐나다의 내성적인 FDI 와 정책 상황”, R. Acharya, S. Rao & L. Wright 와 

공동 저서, 컬럼비아 FDI 프로필 (지속가능한 국제 투자에 관한 베일 

컬럼비아 센터), 2010 년 8 월

 토론자, 캐나다 투자법. 새로운 법과 정책, 캐나다 변호사협회- 경쟁법 

부문 해외투자 심사 위원회, 토론토, 2010 년 6 월

 회의 의장, 제 5 회 반독점법 춘기 포럼, 캐나다 변호사협회-반독점 부문, 

토론토, 2010 년 5 월

 의장, 국경간 유통: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중국의 경쟁법 준법감시, 제 

58 회 반독점법 춘기 연례 회의, 워싱턴, 2010 년 4 월 

 강연자, “합병 심사 과정의 투명성”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2010 년도 고관 회의, 일본 히로시마, 2010 년 2 월.

수상 경력 및 인지도 

 2017 년 및 이전 Chambers Canada 는 캐나다의 선두 변호사 

(경쟁/반독점법)로 인정

 2016 년 및 이전 Chambers Global 은 세계 선두 변호사 

(경쟁/반독점법)로 인정 

 2016 년도 The Canadian Legal Lexpert® Directory (경쟁법)에서 인정

 2016 년도 Global Competition Review's GCR 100 로 인정

 2016 년 및 이전 The Best Lawyers in Canada® (경쟁 /반독점 분야)에서 

인정

 2016 년 및 이전 Who's Who Legal: The International Who's Who of

Competition Lawyers (경쟁법)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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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년 및 이전 Who's Who Legal: Canada (경쟁법)에서 인정

 2014 년 Euromoney's Expert Guides (경쟁 및 반독점 분야)에서 인정

 남아시아 변호사협회에서 올해의 남성 변호사 (2009)로 인정. 

 Global Competition Review(2008)에서 세계 최고 40 대 경쟁법 변호사 중 

하나로 선정

 Lexpert®'s Rising Stars(2006) — 선두 변호인(40 세 미만)으로 선정.

BORDEN LADNER GERVAIS 소개

Borden Ladner Gervais 로펌(BLG)은 상법, 기업간 소송 및 중재, 지적 재산권 솔루션을 

전문으로 다루는 캐나다의 선두적인 풀서비스 로펌입니다. BLG 는 캐나다 5 개 도시에 

지사를 두고 725 명 이상의 변호사, 지적 재산권 대리인 및 기타 전문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로펌의 하나입니다. 주요 소송에서 등록상표 및 특허 등록에 대한 자금조달까지 

다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