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업
변화하는 경제상황이 회사 재무제표나 이사회 안건에 오르기까지는 종종 상당한

주요 연락처

시간이 걸립니다. DLA Piper는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 고객이 경기순환의 변화에

Alex Jones
Partner
퍼스

적응하는 데 따른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당사의 혁신적인 솔루션은 고객
사가 이러한 도전과 기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개시부터 투자회수 또는 사이트 폐쇄에 이르기까지 저희 광산업 법률 팀은 일상적인 운영 이슈에
서 대형 국제거래 및 중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 통합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당사의 상품 분야 변호사들은 로컬 규제환경, 주요 프로젝트 주도자 및 시장에 대한 세부적인 지
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프로젝트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있
습니다. 저희 광산업 팀은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 거시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
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균형잡힌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프로젝트 구조를
선정, 분석, 협상 및 문서화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DLA Piper는 오늘날 광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들 중 일부에 대한 혁
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금융 조건에 있어서 중요할 뿐 아니라, 기간
시설에 대한 제3자 접근, 국가 계약 및 양허와 같은 난해한 이슈를 풀어가는 데 있어 획기적이고
새로운 법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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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은 진정으로 글로벌한 산업이며, 당사는 이 분야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경험과 스킬 뿐 아니
라 현지 기반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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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및 중동의 신흥 마켓이나 호주, 북 아메리카 및 유럽과
같은 보다 성숙한 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세계 주요 광산 지역에서 광산 및 광물 관련 법률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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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국제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은 특정한 법적ㆍ문화적ㆍ정치적 이슈가 어디에서 일어나
든 고객에게 자문을 할 수 있는 로컬한 능력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서비스

복수의 국가나 대륙에 걸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고객에게, 저희는 귀사가 모든 프로젝
트와 인력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단일 담당자를 제공해 드
릴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산업에 대한 포커스로 인해 저희는 고객에게 조응력 있고 비용 대비 효과적
인 도움을 드립니다. 당사 고객의 법적 요구 또는 사업적 필요가 어떠한 것이든 저희의 세부적 지
식, 경험 및 이해에 의지하실 수 있습니다.

Mergers and
Acquisitions
프로젝트ㆍ에너지ㆍ인
프라
부동산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DLA Piper is a global law firm operating through various separate and distinct legal entities. Further details of these entities can be found at www.dlapiper.com. This may qualify as

당사의 고객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산업체

관련 업무분야
에너지

Anglo American
BC Iron
China Coal
Coeur Mining
Ferrous Resources
Fortescue Metals Group
Newmont Mining Corporation
Norilsk Nickel
Rio Tinto
Xstrata

금융업자 / 투자사
Credit Suisse
Macquarie

운용사 / 구매사
Baosteel
Sinosteel
Lafarge
Mitsubishi
Sibelco/Unimin
Arcelor Mittal
Tata Steel
POSCO
Marabani
Sinopec

공급사
POSCO E&C
STX
Bristow Helicopters

정부
기니 정보
서호주 정부
우간다 정부
카자스흐탄 정부

케이스 스터디
인도 정부의 민영화부(Department of Disinvestment)와 Coal India Limited(세계 최대 석탄업체)가 IPO를 기획했을 때, 저희는 6개
의 국제 로펌이 참여한 공식 정부대리 로펌 선정과정에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 거래에는 34억3천만 달러의 자금이 조달되었으
며, 인도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이자 2010년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IPO로 기록되었습니다.
저희는 West Pilbara Iron Ore Project 개발의 모든 측면에서 Australia Premium Iron Joint Venture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
는 세 개의 새로운 철광 광산, 350 킬로미터 길이의 중량화물용 철도 및 Anketell Point에서 새로운 심수항의 개발을 포함하고 있습
니다.
광산업 금융에 있어서 본사의 폭넓은 경험은 당사가 미국에서 한 철광 선광 시설의 개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파이낸싱에서 대형 은
행을 대리할 때 본격적으로 발휘되었습니다. 동 거래는 완전담보 거래로 설계되었으며 상품 헤지(hedge)가 거래 구조의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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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였고, 매출이 차입 비용을 커버할 정도로 충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자에게는 수년 동안 철정광 가격 변동을 헤지할 것이 요구
되었습니다.
파리ㆍ퍼스ㆍ뉴욕 및 브뤼셀에서 소집된 다국적 팀이 기니 정부를 도와 이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채광권 및 협약들을 검토하고 있
으며 새로운 Mining Code에 따른 양허ㆍ협약의 재협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UK Coal plc (현 Coalfield Resources plc)의 출자전환 건에서 Lloyds Banking Group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실패시 법
정관리, 광산 폐쇄, 2,500명 실업, 그리고 국세에 의한 구제금융 사태로 귀결될 수 있는 구제 시도였습니다. Lloyds 팀과 밀접하게
협조하면서 저희는 원하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즉 Lloyds Banking Group의 해당 영업을 떼내어 새 사업부로 편성
하고 4억 파운드의 연금 채무를 분리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광산 사업의 실패에 따라, 이 재보험사는 저희에게 5억 달러 규모의 청구를 맡아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재보험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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