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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엔틴 마킨 변호사는 Stikeman Elliott 의 밴쿠버 사무실에서 증권법과 기업법을 담당하는 파트너이며, 글로벌 광업
그룹의 공동 의장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킨 변호사는 2011 년에서 2016 년 중반까지는 시드니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06 년에서 2011 년까지는 토론토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2005 년부터 2006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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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는 물론 선반, 소규모, “일괄매수 인수” 금융, 글로벌 사모를 포함한
기업 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인수사 및 발행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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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XV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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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 2017 년 Chambers Canada 에너지 & 천연자원 분야 우수 변호사 선정: 광업 부문.
• 2016 년 Chambers Global 에너지 & 천연자원 분야 캐나다 소재 외국인 전문가로 등재: 광업 부문.
• 2016 년도 Canadian Legal Lexpert Directory 광업, 기업 재무 및 증권, 합병 및 인수 부문 우수 변호사 등재
• Lexpert 의 2017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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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2016 년도 최우수 캐나다 소재 미국/캐나다 국경간 법인법 변호사 가이드(Guide to the Leading
US/Canada Cross-border Corporate Lawyers in Canada) 등재

• 2016 년도 국제 광업 부문 Lexpert 캐나다 우수 변호사 선정
주요 업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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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tuna Silver Mines Inc.의 국경간 일괄매수 인수를 위한 금융 조달과 관련하여 Raymond James Ltd., BMO
Capital Markets 및 Scotia Capital Inc. 공동 추진 인수단에 법률 자문(US$6 천 5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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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reus Mining Inc.(현 Avesoro Resources Inc.)의 다양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
• OceanaGold Corporation 의 법률 자문인으로 Romarco Minerals Inc. 인수 업무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 Haile
Gold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C$8 억 5 천 6 백만).

• Ivanhoe Mines Ltd.가 콩고 지역 Kamoa Copper 프로젝트에서 50.5%의 지분(US$4 억 1 천 2 백만)을 홍콩 상장
기업 Zijin Mining Group 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 Papillon Resources Limited 의 캐나다 법률 자문인으로 B2Gold Corporation 과 합병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US$5 억 7 천만).

• Ivanhoe Mines Limited 의 일괄매수 인수 공모와 동시 사모 발행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C$1 억 5 천만 규모).
• Kaizen Discovery Inc.가 법인인가 구조조정 방식을 통해 West Cirque Resources 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 Mamba Minerals 의 캐나다 법률 자문인으로 전환 가능주를 통한 Champion Iron Mines 과의 합병 및 이후 TSX
상장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C$6 천만).

• Asanko Gold Inc.가 PMI Gold Corporation 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C$1 억 8 천 3 백만).
• Hochschild Mining plc 가 TSX/Swiss 상장 기업인 International Minerals 를 인수(US$2 억 8 천만)하고 Chaparral
Gold 로부터 분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 IMX Resources Limited 의 캐나다 법률 자문인으로 Continental Nickel Limited 의 지분 63% 인수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

• Mirabela Nickel Limited 의 캐나다 법률 자문인으로 전략적 모집(A$1 억 2 천만)과 신속한 권리 매입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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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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