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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에릭 리쉐이 라 플레시 변호사는 거래 (Transactions) 전문 변호사로 캐나다 퀘벡
주(1979 년)와 온타리오 주(1987 년)의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 플레시
변호사는 아르메니아, 바하마, 바레인, 볼리비아, 보츠와나, 카메룬, 캐나다, 차드 공화국, 중국,
코스타 리카, 쿠바, 지부티, 엘 살바도르, 프랑스, 과테말라, 기니,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라오스, 말리,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나마,
필리핀, 러시아, 세네갈, 솔로몬 군도, 남 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미국, 영국, 베트남 등을 포함한 35 개 이상의 국가와 관련한 기업 인수/합병
거래와 대형 자본 프로젝트(사회 간접자본 시설, 광업, 에너지, 전기 분야 등)에 대하여 기업과
대주단은 물론 정부를 대상으로 법률 자문 업무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라 플레시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신생 기업 및 중소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라 플레시 변호사는 1987 년 부터 1998 년 까지 캐나다 통신 회사의 하나인 Fonorola Inc.에
사업 시작부터 적대적 경영권 인수 시점까지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Fonorola가
18 억 달러에 인수되는 시점에서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습니다. 1999 년 이래로,
라 플레시 변호사는 몬트리올 소재 펀드 자문 기관으로 신흥 시장의 민간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Cordiant Capital Inc.(www.cordiantcap.com)의 발기주주, 이사 겸 투자 위원회
멤버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2 년부터는 소프트웨어와 소셜 미디어 벤쳐 기업인 Spundge Inc.
(www.spundge.com)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플레시 변호사는 부패 방지를 포함한 구매 분야와 관련한 법률 자문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의 인도 전문 그룹과 정부-민간 합작 파트너쉽 전문 그룹의 공동의장과 에너지 전문 그룹,
일본 전문 그룹 및 퍼스트 네이션(캐나다 원주민) 전문 그룹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1 년부터 1984 년까지 도쿄의 Anderson Mori Tomotsune 사무소에서 파견근무를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플레시 변호사는 퀘벡 주에서 활동하는 가장 큰 일본 기업인 Waterville TG Inc.를 포함한
여러 민간 기업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라 플레시 변호사는 여러 출판 매체를 통해 업무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The Best Lawyers in Canada 2014,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법 및 에너지 규제법 분야에
등재;
> IFLR1000 발간 Guide to the World’s Leading Financial Law Firms 2013 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
> Chambers Global 발간 Guide to The World'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2013 에
등재;
> Legal Media Group 발간 Expert Guide to the World's Leading Energy Lawyers 2013 에
등재;

STIKEMAN ELLIOTT LLP PROFILE

> The Canadian Legal Lexpert Directory 2013 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천되는” 최고의 변호사 그리고 에너지(전기)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추천되는”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
> Who's Who Legal 100 2013, 공공 구매 분야에 등재;
> The International Who’s Who of Public Procurement Lawyers 2013 에 등재;
> Legal Media Group 발간 Expert Guide to the World's Leading Banking Finance and
Transactional Attorney 2012 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 전문가로 선정;
> Lexpert 발간 특집 간행물 Canada’s Leading Infrastructure Lawyers 에서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 2013 년 9 월;
> Who's Who Legal: Canada 2012, 공공 구매 분야에 등재;
> Lexpert 발간 Leading Corporate Lawyers 에 포함, 특집판, 2011 년 10 월.

가입단체
라 플레시 변호사는 퀘벡 주 변호사협회 및 온타리오 주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주요 업무내역
라 플레시 변호사는 많은 중요 프로젝트에서 주관사, 정부, 대주단 등을 업무대리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의 프로젝트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A25 유료도로 (퀘벡의
첫 정부-민간 합작 프로젝트이자 Euromoney의 첫 북미 정부-민간 합작 프로젝트, 2007 년),
Windsor–Essex 고속도로 (캐나다), 정유공장 (인도네시아), 알루미늄 고로 (캐나다), 송유관
(차드–카메룬), 민자 발전소 (캐나다), 수력 및 화력 발전소 (바레인, 캐나다, 인도), 전력
송/배전선 네트워크 (캐나다, 인도, 라오스–태국), 생산 공장 (캐나다, 쿠바, 헝가리), 광산
(볼리비아, 캐나다, 쿠바), 정보통신망 (캐나다–미국, 바하마-쿠바), 항공사 (보츠와나), 병원
(퀘벡), 석유 탐사/개발 (퀘벡), 지역 냉/난방 시스템 (캐나다), 그리고 철도 (세네갈–말리,
멕시코).
라 플레시 변호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알루미늄 고로 확장 (퀘벡), 항만 (지부티
공화국), 풍력 발전소 (캐나다), 병원 (퀘벡), 광산 (캐나다), 철도와 도로 (아르메니아), 고압
송전선 (캐나다-미국) 사업 등이 있습니다.
라 플레시 변호사는 저작 및 강연 활동 또한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들로는 다음의 내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저작물
> Law Business Research Ltd. 발간 The Mining Law Review 의 편집자, 런던, 2012 년
11 월.
> Law Business Research Ltd. 발간 The Energy Regulation and Markets Review 중
“캐나다” 챕터의 공동 저작자, 런던, 2012 년 6 월.
> Future Imperfect blog – 퀘벡의 천연 자원과 전기의 집필자 겸 편집자.
라 플레시 변호사는 많은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정부-민간 합작 파트너쉽,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광업, 에너지 및 부패 방지 문제와 관련한 많은 논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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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ébec-Canada-Russia Mining Conference”, Stikeman Elliott 몬트리올 사무소에서
개최된 세미나, 2013 년 8 월 13 일.
> “Lessons Learned: The Shifting Sands of Shareholder Value - Legal and Financial
Trends”, Canadian Institute of Mining and Metallurgy 2013 년 컨벤션, 2013 년 5 월 57 일, 토론토 온타리오.
> “How to protect your operations and investments abroad from negative sovereign
interference: preemptive investment structuring and investor-State arbitration”,
Stikeman Elliott CLE 세미나, 몬트리올, 2012 년 11 월 21 일.
> “Legal Aspects: Avoiding the Pitfalls”, 2012 년 인도 시장 – 기회와 도전, 인도
시장에서의 성공 전략, Board of Trade Metropolitain Montréal 비즈니스 세미나 시리즈,
2012 년 10 월 25 일.
> “Plan Nord: A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Quebec’s North”, 고객사 강연, 2012 년
10 월 16 일.
> “Preventing and Managing a Corruption Crisis Abroad”, Stikeman Elliott CLE 세미나,
몬트리올, 2012 년 6 월 14 일.
> “Plan Nord: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Quebec's North”, Stikeman Elliott CLE
세미나, 토론토, 2012 년 3 월 6 일.
> “The 7-Minute Miner”, Stikeman Elliott CLE 세미나, 토론토, 2012 년 3 월 5 일.
> “Looking at the Plan Nord from Outside Quebec: What are your opportunities?”,
Stikeman Elliott CLE 세미나, 몬트리올, 2011 년 11 월 29 일.
> “Preventing & Managing a Corruption Crisis: Lessons from Abroad”, Stikeman Elliott
CLE 세미나, 몬트리올, 2011 년 5 월 4 일.

학력
교토 일본어학당, 쿄토, 일본 (1985); McGill University, Faculty of Law, 몬트리올, 캐나다;
(B.C.L. 1978); McGill University, Faculty of Law, 몬트리올, 캐나다; (LL.B. 1977) and, College
Stanislas, 몬트리올, 캐나다; French Baccalaureate (1974).

자격
캐나다 온타리오 주 변호사, 1987 년. 퀘벡 주 변호사, 197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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