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엔틴 마킨 (Quentin Markin)
Level 24, Three International Towers, 300 Barangaroo Avenue, Sydney,
Australia, 2000
Direct: +61 2 8067 8581 qmarkin@stikeman.com
쿠엔틴 마킨 변호사는 Stikeman Elliott의 시드니 사무실에서 증권법과 기업법을 담당하는 파트너이며,
글로벌 광업 그룹의 공동 의장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킨 변호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밴쿠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2011년에서 2016년 중반까지는 시드니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06년에서
2011년까지는 토론토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2005년부터 2006까지 런던 사무실에서 파견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기업 금융과 공개 기업 인수 및 합병을 중심으로 하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업
부문에서의 다 관할지간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ASX, 남아프리카 JSE, 런던 AIM 시장,
홍콩 증권거래소를 포함한 공동 상장 기업과 관련한 거래 및 글로벌 사모는 물론 기업 공개 업무와 광업
합작 투자, 특허권 사용료 및 프로젝트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및 중개인으로서 법률 대리한 주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킨 변호사는 공개 발행인에게 규율 준수, 기업 지배 구조, 계속 공시 의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TSX 및 TSXV에 상장되어 있는 발행사들에게 증권법 준수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킨 변호사는 캐나다와 미국은 물론 호주,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싱가포르, 영국,
인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페루, 칠레, 벨기에에 소재한 발행사들을 법률 대리하고 있습니다.
마킨 변호사는 국제적인 인명록에 광업 및 국제 전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변호사로 소개되어 있으며
고객들은 마킨 변호사가 ‘대단한 경험의 소유자’이며 “응대를 잘하고 함께 일하기 좋으며 전문 지식이
출중한 M&A 변호사”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사고와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캐나다에
진출하는 호주 회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전략가”라는 고객 평가도 받았습니다.

수상
•

2019년 Chambers Canada 에너지 & 천연자원 분야 우수 변호사 선정: 광업 부문(캐나다).

•

국제 금융법 리뷰(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IFLR1000: 2019년 세계 최고 금융법 기업
가이드(Guide to the World’s leading Financial Law Firms) 자본 시장 분야 우수 변호사 선정: 주식,
기업 및 M&A 부문

•

2019년 Legal 500 Canada 광업 및 국제 전문 분야 우수 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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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Chambers Global 에너지 & 천연자원 분야 우수 변호사 선정: 광업, 해외 전문가 및 호주 해외
주재 전문가 부문.

•

2018년 Canadian Legal Lexpert Directory 광업 부문 우수 변호사 등재.

•

2018년 국제 광업 부문 Lexpert 캐나다 우수 변호사 선정.

•

Lexpert의 2017년도 최우수 캐나다 소재 미국/캐나다 국경간 법인법 변호사 가이드(Guide to the
Leading US/Canada Cross-border Corporate Lawyers in Canada) 중 기업 재정 및 증권, 인수합병
분야 등재.

•

Lexpert/ROB 특별호: 2017년 5월 캐나다 최고 기업 변호사 선정.

•

2016년 Lexpert 캐나다 소재 미국 변호사 가이드의 우수 변호사 500인(American Lawyer Guide to
the Leading 500 Lawyers in Canada) 광업 분야 등재.

주요 업무내역
• Calidus Resources의 캐나다 법률 자문인으로 Pacton Gold Inc.에 Pilbara 지역 금광 소유권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ASX 등재)
• Euro Manganese Inc.가 이중 IPO 및 ASX와 TSX Venture Exchange에 이중 등재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 Sandfire Resources의 Sandfire Resources America Inc. 신주 발행(C$1천 8백 8십만) 참여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 (ASX 등재)
•

Atacama Pacific Gold Corporation이 Rio2 Limited와 C$1억 7천만 규모의 비즈니스 합병 시 법률
자문.

•

West African Resources Ltd.의 A$4천 4백 2십만 규모 사모채권 발행 법률 자문. (ASX 등재)

•

Orezone Gold Corporation이 Resource Capital Fund에 C$4천 4백 9십만 규모의 전략적 사모채권
발행 시 법률 자문.

•

Clean TeQ Holdings Limited의 A$1억 5천만 규모의 주식 인수 공모 및 동시 주식 인수 계획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ASX 등재)

•

Avesoro Resources Inc.의 Youga 및 Balogo 광산 인수 시 주주 관리 및 지불 금액 부분의 인상을
위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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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Power Exploration Inc.가 콜롬비아 San Matias 합작 투자 회사의 지분 51%를 Cordoba
Minerals Corp.에 매각하고 이에 따라 HPX가 Cordoba의 지배지분 65%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

Fortuna Silver Mines Inc.의 국경간 일괄매수 인수를 위한 금융 조달과 관련하여 공동 추진 인수단에
법률 자문(US$6천 5백만).

•

OceanaGold Corporation의 Romarco Minerals Inc. 인수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C$8억 5천
6백만). (ASX 등재)

•

Ivanhoe Mines Ltd.가 콩고 지역 Kamoa 구리 채굴 프로젝트에서 49.5%의 지분(C$5억 6천만)을 중국
기업 Zijin Mining Group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

Papillon Resources Limited의 캐나다 법률 자문인으로 B2Gold Corporation과 합병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US$5억 7천만). (ASX 등재)

•

Ivanhoe Mines Limited의 일괄매수 인수 공모와 동시 사모 발행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C$1억 5천만
규모).

•

Mamba Minerals의 캐나다 법률 자문인으로 전환 가능주를 통한 Champion Iron Mines과의 합병 및
이후 TSX 상장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C$6천만). (ASX 등재)

•

Asanko Gold Inc.가 PMI Gold Corporation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C$1억 8천 3백만).
(ASX 등재)

•

Hochschild Mining PLC의 International Minerals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US$2억 8천만).

•

PMI Gold Corporation의 C$3천 5백만 및 C$1억 1천 5백만 규모 보통주 일괄매수 인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ASX 등재)

•

IMX Resources Limited의 캐나다 법률 자문인으로 Continental Nickel Limited의 지분 63% 인수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 (ASX 등재)

•

Orezone Gold Corporation이 Burkina Faso 지역 Sega Gold 프로젝트를 Cluff Gold plc.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C$2천 6백 5십만).

출간
•

"Ontario Court Provides Guidance on Fairness Opinions", 공동 저자, 기업 지배 보고서(Corporate
Governance Report), 20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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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sing funds in capital constrained times", Upstream 2013년: 국가 에너지 및 자원
컨퍼런스(National Energy & Resources Conference), 호주 시드니, 2013년 7월.

•

"TSX rule change on director elections gets mixed reaction Down Under", 북부 광업인 매거진(The
Northern Miner magazine), 2013년 6월.

법률 관련 게시글
다음 게시글은 Stikeman.com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NI 43-101에서 인정하는 허용 가능한 외국 협회 및 외국 규정에 대한 캐나다 규제 업데이트
목록(Canadian regulators update list of acceptable foreign associations and acceptable foreign
codes recognized under NI 43-101)

•

캐나다 채광 부문의 사회적 책임 전략 업데이트(Canada updates social responsibility strategy for
extractive sector)

•

캐나다의 “관류” 경험 공유가 호주에서 제안된 탐사 개발 우대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Canadian
“flow through” share experience may influence Australia’s proposed Exploration Development
Incentive Scheme)

•

TSX의 연간 이사 선거 필수 요건에 대한 지침서 발행(TSX issues guidance on annual director
election requirement)

•

TSX의 연간 이사 선거 규정의 변경이 호주 주식회사 발행자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다(TSX annual
director election rule change begins affecting Australian incorporated issuers)

•

양도불능 교환주식에 대한 ASX 요구 사항이 캐나다 인수 거래를 고려하는 호주 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을까(ASX requirement for non-transferable exchangeable shares may disadvantage Australian
corporations looking at a Canadian acquisition transaction)

•

협의 계획에 대해 법원 승인을 받기 위한 공정 의견에 관하여 온타리오 법원이 제공하는
지침(Ontario Court Provides Guidance on Fairness Opinions when Seeking Court Approval for
Plans of Arrangement)

연설
•

“ESTMA의 실행: 캐나다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와 토론”, Stikeman Elliott and
Deloitte 세미나, 밴쿠버, 2016년 10월.

•

“캐나다 원주민과 캐나다의 광업 발전”, 국제 광업 및 자원 컨퍼런스(International Mining and
Resources Conference), 호주 멜버른, 2014년 9월

Stikeman Elliott LLP

4

•

“기업 프로젝트를 위한 주식 자본 모금 - 독창적으로 생각할 시간” Queensland Exploration Council
세미나, 호주 브리즈번, 2014년 4월.

•

“호주 자원 기업을 위한 토론토 증권거래소(Toronto Stock Exchange / TSX Venture Exchange) 상장
기회”, Toronto Stock Exchange 및 TSX Venture Exchange, 호주 퍼스, 2012년 3월.

•

“채광 산업의 투자 계약 협상 및 초안 작성에 관한 국제 관례”, 모잠비크 공화국 광물자원부, 모잠비크
치덴겔레, 2010년 11월.

•

“특허 사용료에 관한 기본 지침”, 캐나다 광업 법률 및 금융 컨퍼런스, 캐나다 토론토, 2008년 4월.

•

“경제 발전을 위한 파트너”, 금융 규제 컨퍼런스, 자메이카 킹스턴, 2008년 3월.

가입단체
마킨 변호사는 현재 캐나다 변호사 연합과 IPBA(Inter-Pacific Bar Association) 회원입니다. 회사 광업법
기고 편집 담당.

배경
마킨 변호사는 온타리오 증권위원회(Ontario Securities Commission)의 기업 금융 지점에서 6개월 동안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2001년 9월~2002년 3월).

학력
Dalhousie University (B.A. First Class Honours, 정치학 1994)
University of Ottawa (LL.B. Magna Cum Laude 1998)
Carleton University (M.A. 국제관계 1998).

자격
온타리오 주 변호사, 2000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변호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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