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업무
Stikeman Elliott 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인수합병 분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국내외 투자 및 합병, 합작투자,

캐나다 올해의 로펌에 선정

프로젝트 개발, 기업 재정, 사업 소송 등 다양한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

M&A ATLAS AWARDS - 2018

및 캐나다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선두 다국적 기업의 캐나다 지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밴쿠버 및 캘거리, 시드니 사무소는 환태평양 지역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고, 또한 토론토 및 몬트리올 사무소의 팀들과
협력하여 한국 고객 및 한국 소재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 본사의 입지
지난 40 여 년간 Stikeman Elliott 은 한국 및 중국, 홍콩,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에서

회사법 분야 올해의 로펌에 선정
BEST LAWYERS IN CANADA - 2019

Band 1 로펌, 회사법/인수합병,
자본시장, 경쟁/독점규제, 에너지
및 광물 천연자원 분야
CHAMBERS GLOBAL AND CHAMBERS
CANADA 2019

최우수 로펌, 국제거래 및
크로스보더 거래
CHAMBERS GLOBAL 2019

선도적인 캐나다 법률 회사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의 투자처인 동시에 주요 자본 출처로써

Tier 1 로펌, 회사법/인수합병,

캐나다의 입지를 고려하여, 저희 로펌은 아시아 환태평양

자본시장, 경쟁/독점규제, 국제거래

지역으로부터 캐나다로 진행되는 다수 주요 거래에 대한 자문을

분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인들은 정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LEGAL 500 – 2019

지역을 방문하여 기존 고객 및 지역 로펌 뿐 아니라 새로운 고객 및
로펌을 방문하여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Tier 1 로펌, 인수합병, 자본시장
IFLR1000 – 2019

대표적 업무 사례
•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 – 미 상환 대출 잔액의 성공적인 회수 등 3 오클레어 개발회사의 파산 및 재산관리 관련
자문 제공.
• 일진그룹 – Aurinia Pharmaceuticals Inc. 2019 년 정기 주주총회시 이사 교체를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자문 제공.

• 그린 크로스 바이오테라퓨틱(GCBT) - 녹십자의 자회사로서 캐나다 최초의 혈장 분획 관련 법인 설립 및 자금조달,
토지취득, 공장 시공, 운영에 관한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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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파나마 광업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LS-Nikko
합작투자) - 파나마 소재 Cobre Panama 의 구리 프로젝트에
대한 Franco-Nevada 주식회사와 인멧 광업회사의 미화
10 억달러 귀금속 스트리밍 계약 자문 제공.

자세한 사항은
KoreaDesk@stikeman.com 및 담당
Stikeman Elliott 변호사나 아래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미공개 프로젝트 참여사 - LNG Canada project 관련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분야 상업 거래 자문 제공.
• 한국 파나마 광업회사 – 인멧 광업회사로부터 미네라 파나마
SA 의 지분 20%를 미화 1 억 9,900 만 달러에 인수 거래 자문
제공.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Far West 의
지분 30%를 2 억 달러에 인수하고 Capstone 의 지분 11%를
1 억 7,500 만 달러에 매입한 것을 포함하여, Capstone
광업회사의 7 억 달러 Far West 광업회사 인수에 참여.
• Harvest Operations 이 발행하고 한국석유공사에서 조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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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 2018 년 만기 미화 6 억 3 천만 달러 상당의 2.125%

토론토

시니어론 발행에 캐나다 법률 자문사로서 딜러 그룹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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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화 3 억 달러 규모 “메이플” 채권
발행에 딜러 그룹의 일원으로 참여.
• 온타리오 전력 위원회 –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의 청정
에너지 투자 건 자문 제공.
• 사우스다운 발전소 합자 – 850 메가와트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EPC 계약 협상
자문 제공.
• LG 필립스 LCD – 컴퓨터 모니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3 개
주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변호 담당.

션 네이란
sneylan@stikeman.com
몬트리올
에릭 르쉐 라 플래시
ericherlafleche@stikeman.com
시드니
쿠엔틴 마킨
qmarkin@stikeman.com

• 한국산업은행, 한화큐셀, 미래에셋생명, 이노션, 제일모직 및
삼성 SDS 등 다수의 한국 회사의 국제 주식 공모에 관련하여
캐나다로의 여러 사모 채권에 대해 자문 제공.
• 인수인 및 대리인 – 캐나다 법률 자문단으로 아래 주식 공모
관련 건 처리:
̶
̶

삼성생명보험 – 글로벌 주식 공모
SK C&C – 글로벌 주식 공모
̶

동양생명보험 – 글로벌 주식 공모
̶

고려아연 – 2 차 분매

Stikeman Elliott LLP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