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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k Richer La Flèche 변호사는 인수합병 거래 및 대형 프로젝트(인프라, 광산 및 전력 등)에 관하여
기업, 대출 기관 및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기업 그룹 팀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35 개국 이상에서 거래를
추진한 바 있으며, 반부패 준법 감시를 포함한 공공 조달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합니다.
Erik 은 주요 프로젝트에서 후원사, 정부 및 대출 기관을 정기적으로 대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에서 선두 역할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A25 유료 도로 및 교량(퀘벡주의 최소
민관협력사업(PPP)과 Euromoney 의 북미 PPP 2007)과 2015 년도 차후 재대출, 윈저-에섹스
고속도로(캐나다 온타리오의 최소 도로 PPP), 정유공장(인도네시아), 알루미늄 제련소(캐나다),
송유관(차드-카메룬), 발전소(바레인, 캐나다, 인도), 전력 송전망(캐나다, 인도, 라오스-태국),
제조공장(캐나다, 쿠바, 헝가리), 광산(볼리비아, 캐나다, 쿠바, 서아프리카), 전기 통신망(캐나다-미국,
바하마-쿠바), 항공사(보츠와나), 병원(퀘벡), 석유 가스 탐사 및 생산(퀘벡, 서아프리카), 지역 냉난방
시스템(캐나다), 2 개의 철도(세네갈-말리, 멕시코), 제약 공장(퀘벡), 항구(캐나다, 지부티)

주요 수상 내역
•

2019 년도 캐나다 리걸 렉스퍼트 디렉터리 (Canadian Legal Lexpert Directory) - 인프라,
에너지(전력),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인수 합병 분야의 우수 변호사

•

2019 년도 채임버즈 캐나다 (Chambers Canada) - 민관협력사업(PPP) 및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의
우수 변호사

•

2019 년도 국제 금융법 리뷰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IFLR1000: 세계 최고 금융법 전문
로펌 가이드 -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서 높이 평가받음

•

2019 년도 리걸 500 캐나다 (Legal 500 Canada) - 에너지(발전) 분야의 추천하는 변호사이며 인프라
및 프로젝트 분야의 우수 변호사

•

2019 년도 캐나다 최고 변호사 (Best Lawyers in Canada) - 에너지, 에너지 규제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 등재

•

2019 년도 후즈 후 리걸 (Who’s Who Legal): 정부 프로젝트 분야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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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년도 채임버즈 캐나다: 캐나다 우수 사업 변호사 - PPP 및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의 우수
변호사

•

2018 년도 캐나다 최고 변호사 - 프로젝트 파이낸스, 에너지 및 에너지 규제법 분야에 등재

•

2018 년도 후즈 후 리걸: 에너지 분야에 등재

•

2018 년도 후즈 후 리걸: 정부 계약 분야에 등재

•

2018 년도 세계 우수 에너지 변호사 전문 가이드 - 동료 변호사들로부터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우수 변호사”로 선정됨

•

2018 년도 전문 가이드 (Expert Guides):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 등재

•

2018 년도 렉스퍼트 캐나다 국제 광산 분야의 우수 변호사.

•

Lexpert/ROB 특별 호: 캐나다 우수 에너지 변호사, 2018 년 8 월

•

Lexpert/ROB 특별 호: 캐나다 우수 인프라 변호사, 2018 년 9 월

•

2017 년도 채임버즈 캐나다: 캐나다 우수 사업 변호사 - PPP 및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의 우수
변호사

•

2017 년도 채임버즈 글로벌: 세계 우수 사업 변호사 - PPP 및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의 추천 변호사

•

2017 년도 캐나다 최고 변호사 - 프로젝트 파이낸스, 에너지 및 에너지 규제법 분야에 등재

•

2017 년도 국제 금융법 리뷰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IFLR1000: 세계 최고 금융법 로펌
가이드 -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의 우수 변호사

•

2017 년도 후즈 후 리걸: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 등재

•

2017 년도 세계 우수 에너지 변호사 전문 가이드 - 동료 변호사들로부터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우수 변호사”로 선정됨

•

Lexpert/ROB 특별 호: 캐나다 우수 에너지 변호사, 2017 년 10 월

•

2017 년도 렉스퍼트 캐나다 소재 미국/캐나다 크로스보더 법인법 변호사 가이드 - 에너지(전력)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 등재

•

Lexpert/ROB 특별 호: 캐나다 우수 인프라 변호사, 2017 년 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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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xpert/ROB 특별 호: 캐나다 우수 에너지 변호사, 2016 년 11 월

•

2016 년도 세계 우수 금융 및 거래 변호사 전문 가이드 -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 등재

•

2016 년도 후즈 후 리걸: 정부 계약 분야에 등재

•

2016 년도 캐나다 최고 변호사 - 몬트리올에서 에너지 규제 분야의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

출판
•

저자, 민관협력 사업법 리뷰, Law Business Research Ltd., 런던, 2017

•

저자, “퀘벡주의 새 석유 자원법”, Energy Regulation Quarterly, 제 5 권, 제 2 호, 2017

•

편집장, 광산법 리뷰, Law Business Research Ltd., 런던, 2012 년~현재

•

공동 저자, “캐나다” 장, 에너지 규제 및 시장 리뷰, Law Business Research Ltd., 런던,
2012 년~현재

법률 관련 게시글
다음 게시글은 Stikeman.com 에 실려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대체 에너지 및 전력 분야의 법적 문제: 개요

•

캐나다의 광업: 숙지 사항

•

퀘벡주의 새 석유 자원법

•

퀘벡주의 석유 가스 산업에 대한 명확성 환영: 새 석유 자원법 도입

•

에너지 이스트: 퀘벡의 고르디아스 매듭

•

"Pétrole social": 이것이 무엇인가?

•

퀘벡 정부, 에너지 정책 2030 공개

•

쿠바 투자: 5 가지 숙지사항

•

퀘벡이 석유 가스 제품 생산자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6 가지 조건: 최신판

•

퀘벡의 Bill 55 (광업 및 석유 가스 산업에서 투명성 조치를 존중하는 법률): 쓸모없는 중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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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벡 정부, 플랜 노드 (Plan Nord) 2 발표

•

플랜 노드 2.0

•

퀘벡주 일반 원유 보유. 그다음은?

•

깜짝 놀랄 소식: 에너지 이스트, 정치적 해법 필요

•

에너지 이스트 송유관: 퀘벡주, 마침내 과정을 장악하다

•

칠코틴 (Tsilhqot'in) 결정: 퀘벡의 관점

강연 사례
•

“쿠바의 법률적 규제적 체계: 성공을 다지기”, 메트로폴리탄 몬트리올 상공회의소, 2016 년 4 월
12 일

•

“석유 가스 부문의 법적 동향: 캐나다 전국의 관점”, Stikeman Elliott CLE 세미나, 캘거리, 2015 년
3월 3일

•

“퀘벡, 캐나다, 미국 및 해외에서 부패와의 전쟁”, Canadian Institute, 몬트리올, 2014 년 10 월
27~28 일

•

“프로젝트 파이낸스: 전문가의 가이드”, CDPQ, 몬트리올, 2014 년 4 월 15 일

•

“에너지: 미국의 석유 가스”, MIT-Sloan 기관 투자 컨퍼런스, 2014 년 2 월 28 일

•

“퀘벡-캐나다-러시아 광산 컨퍼런스”, Stikeman Elliott CLE 세미나, 몬트리올, 2013 년 8 월 13 일

•

“습득한 교훈: 주주 가치의 변천 - 법률 및 금융 동향”, 캐나다 광산 및 금속학 연구소 2013 년도
컨벤션, 토론토, 2013 년 5 월 5~7 일

•

“부정적인 국가 기관의 개입으로부터 해외사업 운영 및 투자를 보호하는 방법: 선제 투자 구조 및
투자자-국가 간 중재”, Stikeman Elliott CLE 세미나, 몬트리올, 2012 년 11 월 21 일

•

“법적 양상: 위험 피하기, 2012 년도 인도 시장 - 기회 및 난제, 인도 시장에서 성공하는 법
이해하기,” 메트로폴리탄 몬트리올 상공회의소 사업 세미나, 2012 년 10 월 25 일

•

“해외 부패 위기 예방 및 관리”, Stikeman Elliott CLE 세미나, 몬트리올, 2012 년 6 월 14 일

•

“플랜 노드: 퀘벡주 북부 개발을 위한 계획”, Stikeman Elliott CLE 세미나, 토론토, 2012 년 3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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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단체
Erik 변호사는 퀘벡 변호사협회 및 온타리오 법률협회 회원입니다.

배경
Erik 변호사는 1987 년부터 1998 년까지 캐나다 전기 통신사 Fonorola Inc 의 창업부터 적대적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 18 억 달러에 해당사가 인수되었을 당시 Fonorola 의 이사직을
역임하였습니다. 1999 년부터 2015 년에는 신흥 시장 민간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몬트리올 소재
투자회사 Cordiant Capital Inc 의 설립 주주, 이사 및 투자 위원을 지냈습니다. 2012 년부터 2015 년에는
소프트웨어/소셜미디어 창업 회사인 Spundge Inc 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981 년부터 1984 년에는 Anderson Mori & Tomotsune (도쿄)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Erik 변호사는 퀘벡주에서 천연자원 및 전력에 관하여 자주 블로그를 게시하며, 언론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아 민관협력사업, 인프라, 광산, 에너지 및 반부패 사안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학력
맥길대학교 (민사법 학사 1978)
맥길대학교 (법학사 1977)
스타니슬라스 칼리지 (불어 바칼로레아 1974)

변호사 자격 취득
온타리오주, 1987
퀘벡주,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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