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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원석 변호사는 매카시 테트로 (McCarthy Tétrault LLP)의 인수 합병 및 금융서비스 그룹 소속의 실무 변호사로서
금융 거래와 기업 대출에 중점을 둔 기업 법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내외 금융기관, 사모펀드,
펜션펀드, 투자은행을 비롯해 다양한 기관 투자자 및 기업 클라이언트들에게 인수금융, 기업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크로스 보더 파이낸싱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 거래와 파이낸싱 및 기업회생과 워크아웃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McCarthy Tétrault LLP 의 South Korea Practice 를 공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캐나다 변호사 협회, 캐나다 한인 변호사협회, 세계 한인 법률가회 (IAKL) 및 여러
국내외의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업무 사례


Endeavour Mining Corporation 을 대리, $2,660,000,000 규모의 Teranga Gold Corporation 인수합병 자문



The Hertz Corporation 을 대리, US$1,650,000,000 규모의 Debtor-in-Possession 파이낸싱 자문



Instar Asset Management 를 대리, $90,000,000 규모의 그린 파이낸싱 자문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및 신디케이트를 대리, 북미 소재의 에너지 기업, Just Energy
Group 의 $335,000,000 금융 거래 및 재무 구조 조정 건 자문

McCarthy Tétrault LLP
mccarthy.ca

McCarthy Tétrault LLP
mccarthy.ca

William Lee
변호사 프로필


The Bank of Nova Scotia,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및 신디케이트와 브리지 랜더를 대리,
Brookfield Business Partners 의 $2,400,000,000 규모의 Genworth MI Canada 인수 금융 자문



호주 최대 광산기업 Newcrest Mining 를 대리, Orion Mine Finance Group 와 Blackstone Group 으로부터
에콰도르 소재의 Fruta Del Norte 광산 프로젝트에 관련된 US$460,000,000 규모의 Gold Prepay/Silver
Stream Facilities 의 인수 건 자문



National Bank of Canada 와 신디케이트를 대리, $268,000,000 규모의 Golden South Wind 의 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 자문



Credit Suisse AG, Cayman Islands Branch, 신디케이트 및 미국 기관 투자자들을 대리, Stonepeak
Infrastructure Partners 의 Xplornet Communications 인수 금융 자문



CIBC Capital Markets 및 신디케이트를 대리, Northland Power Inc.의 $862,500,000 규모의
보통주 36,938,000 주의 2 차 분매 자문



National Bank of Canada 와 신디케이트를 대리, CSV Midstream Solutions 의 $330,000,000 규모의
인수금융 자문



SoftBank, REEF Technology, Mubadala Capital 및 컨소시엄을 대리, 북미 소재 기업 Impark Parking
Corporation 의 인수 합병 및 인수 금융 자문



The Bank of Nova Scotia 및 신디케이트를 대리, Fairfax India Holdings 와의 US$550,000,000 규모의 금융
거래 자문



Ontario Gaming West GTA Limited Partnership 및 컨소시엄을 대리, $285,000,000 규모의 인수금융 자문



Ontario Gaming GTA Limited Partnership 및 컨소시엄을 대리, $1,050,000,000 규모의 인수금융 자문



Fairfax Africa Holdings 의 US$150,000,000 규모의 금융 거래 자문



Hartland Resource Management Group 및 컨소시엄을 대리, $126,800,000 규모의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소재 정수 처리 시설 프로젝트 자문



The Bank of Nova Scotia 및 신디케이트를 대리, $148,300,000 규모의 Ontario Provincial Police Facilities
건설 프로젝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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