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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현대증권을 대리하여 일본 오사카 소재 물류센터 매입 자문

●  포스코 ICT를 대리하여 일본 KUNIMI 태양광발전 EPC 계약 자문

●  일본 바이오업체 교토바이오파마를 대리하여 에이스하이텍에의 매각 관련 자문

●  현대증권을 대리하여 일본 동경도 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약 900억원 규모) 및  

 일본 동경도 내 오피스빌딩 투자(약 700억원 규모) 관련 자문

●  일본기업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상장 업무 자문(다수)

●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와의 한국 내 JV 설립,  

 기업결합신고 등 자문

●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일본기업 M&A 관련 자문(다수) 

●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간의 특허권, 저작권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대리

법무법인 지평은 해외사무소가 없는 해외지역의 경우에도 

당해 지역 협력 로펌과 협력하여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각 해외지역별 주요 업무 실적입니다.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상장회사 및 그 계열사를 대리하여 지분인수 자문

● 한국 철강회사를 대리하여 말레이시아 철강회사 인수 자문 

● Posco South Asia(PSA)를 대리하여 PSA의 말레이시아 지점 설립 업무

● 한국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말레이시아 보험회사 인수 관련 법률검토

인도

● 한국 기계장비업체를 대리하여 인도 회사와의 선박계약 관련 분쟁 자문

● 한국 물류회사를 대리하여 인도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약정 및 JVA 검토 자문

● 중국 회사를 대리하여 인도 투자를 위한 MOU 등 체결 검토

북미

● 키움자산운용을 대리하여 달라스 KPMG 빌딩 매입 자문

●  SK에너지, 삼천리자산운용, 산업은행이 공동 GP로 운용하는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대리하여 캐나다 석유생산업체  

 벨라트릭스사 유가스전 지분인수 자문

●  유진투자증권을 대리하여 미국 비상장기업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업무

● 캐나다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Project Finance 자문

● 미국 뉴프라이드 한국거래소 상장(미국기업 1호 상장) 자문

●  LS-Nikko동제련을 대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Scrap Gathering/ Trading 회사 인수 관련 현지 법률실사 및 자문

●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 리조트 개발 Project Finance 자문 

●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리조트 및 컨벤션센터 개발 Project Finance 자문 

● 미국 뉴저지주 복합주거단지 개발 관련 초기 자문 

태국

●  한국물류기업의 태국 내 합자법인을 태국과 미국 간의 FTA에 근거하여 100%  

 단독투자법인으로의 전환 신청 및 허가 취득 업무 자문(업계 첫 성공사례)

● 국내 은행을 대리하여 태국 통신회사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 자문

●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리하여 태국 사뭇사콘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관련 BOT 사업 투자 자문

●     SM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태국 미디어그룹 트루비전과의  

 해외 합작법인인 ‘SM True Co.,Ltd.’ 설립 자문

● CJ GAMES를 대리하여 BOI(태국투자청) 등록회사의 M&A 관련 자문 

● 한국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태국의 항공기파이낸싱 계약 및 담보 실행 등에 관한 자문 

● 국내 은행을 대리하여 태국의 항공기및 항공료 자산담보부대출거래(ABL) 자문 

호주•뉴질랜드

●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을 대리하여 호주 빅토리아주 유료도로사업 지분인수 자문

● 포스코와 STX를 대리하여 호주 Roy Hill Holdings Pty Ltd. 지분인수 자문 

● 광물자원공사를 대리하여 호주 자원 관련 상장기업 및 캐나다 철광기업 인수 자문

●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General Motors, Australia를 상대로 한 소송 자문

● 뉴질랜드 주상복합아파트개발 Project Finance 관련 자문

 

필리핀

●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필리핀 화력발전소 EPC 계약 체결 관련 자문

● 한국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Micro-Financing 조인트벤처회사 설립 자문

● 대상㈜을 대리하여 물엿공장 건설 및 합작법인 설립 자문

● 한국 증권사 및 해운사를 대리하여 수빅특구 리조트, 호텔, 골프장사업 및 PF 자문

● 한국 건설사를 대리하여 세부 호텔, 리조트 개발사업 자문

● 한국 증권사를 대리하여 앙헬레스 포락 주택단지 개발사업 및 PF 자문

● 국내 은행을 대리하여 클락특구 리조트 개발사업 및 PF 자문

● 카페베네를 대리하여 필리핀 진출 자문

 

유럽

●  ㈜이지바이오를 대리하여 영국 바이오 회사  

 Pathway Intermediates Inc. 지분인수 자문

● 하나자산운용을 대리하여 폴란드 포즈난 소재 아마존닷컴의 물류센터 매입 자문

●  하나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폴란드 브로츠와프 소재  

 아마존닷컴의 물류센터 매입 자문

● 세아제강을 대리하여 이탈리아 강관업체인 이녹스테크 지분인수 자문 

● 오스트리아 중장비업체 Palfinger를 대리하여 엠씨티엔지니어링 자산인수 자문

● 영국 스코틀랜드 부동산개발 

 

지평의 
기타 해외지역 
업무

브라질•중남미

● 한국 펀드를 대리하여 브라질 쓰레기 처리장및 발전시설 프로젝트 자문

● 한국 대형 종합상사를 대리하여 브라질 무역 관련 소송 자문

● 한국 물류회사를 대리하여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 

● 한국 대기업 M&A 관련 브라질법인 실사 

●  국토해양부를 대리하여 글로벌인프라펀드 사업과 관련한  

 페루하수처리시설건설에 대한 페루법제 연구용역 수행 

● 남동발전을 대리하여 에콰도르 LED 발전소건설 프로젝트 관련 법률실사

아프리카

●  칸서스자산운용을 대리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동산개발사업 및 매매 관련 자문

● 한국 정보통신회사를 대리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IT 관련 입찰 자문

● 한국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모로코 프로젝트 MOA 등 작성 자문

● 한국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모로코 EPC 하도급계약 등 검토 자문

●  한국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택지개발사업  

 Project Finance 자문

●  한국 건설공사를 대리하여 알제리 신도시건설 프로젝트 관련  

 컨소시엄 구성 등에 관한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