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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 네일런 변호사는 공정거래 및 해외투자 그룹의 파트너입니다. 숀 네일런 변호사는 특별경제대책법 및 유엔법에
따른 경제 제재, 수출 및 수입허가법에 따른 수출 규제, 캐나다 투자법에 따른 국가 안보 및 경제적 문화적 검토
프로세스, 경쟁법에 따른 합병 규제, 경쟁 협력 및 단독 행위, 외국공무원 부패방지법 및 형사법에 따른 부패 근절을
포함해 정부 보고서, 내부 조사, 규정 준수 이슈 및 캐나다 연방 규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거나
기업들의 법률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역
• 경제 제재, 수출 규제, 단합 및 부패방지법에 대한 내부 조사
• Ontario Teachers’ Pension Plan 의 Maple Leaf Sports and Entertainment 에 대한 과반 지붂을 Rogers
Communications 와 BCE Inc.에 매각하는 거래 (C$130 억)

• Vector Aerospace Corporation 을 EADS 의 자회사인 Eurocopter Holding 에 매각하는 거래 (C$6 억 2 천 5 백만)
• Alliant Techsystems Inc.가 MacDonald, Dettwiler 와 제휴사의 정보 시스템 및 Geospatial 정보 서비스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거래 제안

• Vale S.A.의 Inco Limited 비초청 인수 거래 (C$199 억)
• PaperlinX Canada Limited 가 제지 업체인 Cascades Resources Division 을 인수하는 거래
• 2000 년과 2001 년에 Canadian Waste Services 와 Competition Tribunal 의 적대적 합병 진행 및 BFI 인수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가지 이슈에 대한 처리

• 1999 년 구조조정에 의해 VSE 와 ASE 합병 후 CDNX 가 설립되고 시니어 마켓, 주니어 마켓 및 파생상품 시장
기능을 토론토 증권거래소, CDNX 와 몬트리올 증권거래소에 이관하며 제기된 경쟁법 이슈에 대하여 토론토
증권거래소, 밴쿠버 증권거래소, 캘거리 증권거래소와 몬트리올 증권거래소를 법률 대리

•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 및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Middelkamp 가격 담합 및 가격 유지 행위 혐의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Fraser Valley Real Estate Board 법률 대리

• Nima v.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사건에서 관세법상 수색영장 관련 조항의 위헌 판결 도출
• 브리티시 컬럼비아, 프린트 루퍼트 지역의 M.V. Malaspina 봉쇄조치와 관련하여 알래스카주에서 수백명의
어업인과 선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법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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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연
• “Asian Competition Policy and Practice Roundtable”,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쿠알라룸푸르, 2016 년 4 월, (진행자)

• “Competition Investigations in Asia: A Rising Tide”,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홍콩,
2015 년 5 월, (진행자)

• “Russia: Not Just a Hockey Power – Canada’s Economic Sanctions Response to Ukraine Crisis and National

Security Review Developments”, CCCA 매니토바주, 앨버타 북부 및 앨버타 남부 섹션 대상으로 프레젞테이션,
2014 년 가을

• “Hot Topics in Antitrust Law 2014 – Canada: Abuse of Dominance and National Security”,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Annual Meeting and Conference, 2014 년 5 월

• “Internal Investigations: Effective Management of Complex and Fast Moving Issues”, 사내 변호사
협회(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챕터, 2013 년 10 월

• “Investment Review Issues on the Pacific Rim: Inbound Investments in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Outbound Investments From China”,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서울, 2013 년 4 월,
(패널리스트)

가입단체
네일런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 협회, 국제법 섹션(Section of International Law, “SIL”)의 수출 규제 및 경제 제재 위원회
운영그룹의 일원입니다. 네일런 변호사는 SIL 국가 안보 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ttee)의
부의장(프로젝트)입니다.
네일런 변호사는 2015 년~2017 년 IPBA(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경쟁법 붂과 위원회의 공동의장이었으며,
2010 년~2014 년에는 동 위원회의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1996 년~2000 년에는 캐나다 변호사 협회(CBA)의 국가
경쟁법 섹션의 검토 사안 및 사적 소송 붂과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을 역임하였고, CBA 내의 여러 TF 에 의장 또는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네일런 변호사는 여러 경제 제재, 국가 안보, 경쟁법 및 투자심사와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저작과 강연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학력
University of Victoria (LL.B. 1987)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B.Sc. 1983)

자격
온타리오주 변호사, 2000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변호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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