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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제이 켈러먼 변호사는 Stikeman Elliott 토론토 사무소에서 기업거래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 Global Mining Group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켈러먼 변호사는 20 년 이상
기업금융과 기업 인수 합병을 포함한 증권거래법 및 기업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공 기업, 증권사,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을 심사하는 독립 위원회 등 광범위한 고객 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켈러먼 변호사는 Who’s Who Legal 선정 세계의 Mining 분야 변호사에서 2 위, International
Who’s Who of Mining Lawyers 선정 기업금융 및 기업 인수 합병 분야의 "most highly
regarded individual" 과 "excellent", International Who’s Who of Business Lawyers “ 가
선정한 Mining 분야 “one of the best in the business” 에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켈러먼
변호사의 기타 수상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Best Lawyers in Canada 2013 에 자원개발법 및 증권거래법 분야 전문가로 등재;
2012 년 자원개발법 분야 올해의 변호사 (토론토)로 선정.
 2013 년 International Who’s Who of Mining Lawyers 에 등재.
 Lexpert 발간 2012 년 Guide to the Leading U.S./Canada Cross-border Corporate
Lawyers in Canada 에 기업금융, 증권거래 및 Mining 분야 변호사로 선정.
 2012 년 Canadian Legal Lexpert Directory 에 기업금융, 증권거래 및 Mining 분야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
 Chambers Global 발간 2012 년 The Guide to the World'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 “star individual” 에 선정: Mining 분야 “very well-respected
and well known in the industry” 로 소개 되었고, 그의 “great instincts and fantastic
advice”로 호평 받음. 한 언론 매체는 “He put mining on the map for Stikeman’s.” 라고
보도.
 Lexpert/American Lawyer 발간 2012 년 Guide to the Leading 500 Lawyers in Canada
에 기업금융 및 Mining 분야 변호사로 선정.
 Legal Media Group 발간 2011 년 Guide to Leading Practitioners: China 에 에너지,
국제거래, 기업 인수 합병 분야 추천 변호사로 등재.
 Legal Media Group 발간 2010 년 Guide to the World's Leading Energy & Natural
Resource Lawyers 에 등재.

가입단체
켈러먼 변호사는 PDAC, CIM 그리고 Rocky Mountain Mineral Law Association 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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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저서
켈러먼 변호사는 Carswell Reporting Services 에서 출간한 Canadian Cases on the Law of
Securities 를 공동 집필하였으며, 기업법 및 증권거래법 분야 세미나에 다수 출강하고
있습니다.

학력
University of Windsor (LL.B. 1986).

기타 경력
켈러먼 변호사는 온타리오주 증권거래위원회 법률고문실 파견 변호사로 1 년간 근무한 바
있습니다.

자격
캐나다 온타리오주 변호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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