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벨로비치(Donald G. Belovich)
5300 Commerce Court West, 199 Bay Street, Toronto, Canada M5L 1B9
Direct: (416) 869-5606 Fax: (416) 947-0866 dbelovich@stikeman.com

경력
도널드 벨로비치 변호사는 Stikeman Elliott 토론토 사무소에서 기업법 및 증권거래법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별히 기업 인수 합병, 기업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 탁월한 업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벨로비치 변호사는 주식공개, 공모 및 사모 발행 이슈에 대하여
상당수의 발행사와 주간사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인수 합병, 주요 계약
문건의 협상 및 체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기업 지배구조, 준법감시 및 기타 일반 기업법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발행사, 이사회 및 이사, 특별위원회와 기타 이해 당사자를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벨로비치 변호사는 2013 년 Canadian Legal Lexpert Directory 에서 기업 금융 및 증권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가입단체 및 공익활동
벨로비치 변호사는 온타리오주 변호사 협회 (Law Society of Upper Canada)와 미국 변호사
협회 기업법 분과 (American Bar Association - Business Law Section)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벨로비치 변호사는 청소년들의 대학입학을 위한 검정고시 기관인 St. Mildred’s-Lightbourn
School (캐나다 온타리오주 옥빌 소재)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 중이며, Canada Company:
Many Ways to Serve (캐나다 군장병과 기업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공익단체)의 멤버로도
활동 중입니다. 또한 Queen’s University Law School 에서 강의하였습니다.
벨로비치 변호사는 최근 Practical Law Company 에서 발행한 Capital Markets MultiJurisdictional Guide 2012 중 “Canada” chapter 부분을 공동 집필 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내역
> MFC Industrial Ltd.의 이사회 대표권과 관련한 위임장 대결 (proxy battle)에서 Mr. Peter
Kellogg 와 IAT Reinsurance Company Ltd 측 법률 대리.
> Teranga Gold Corporation (“Teranga”)이 Oromin Joint Venture Group Ltd. (“OJVG”)의
잔여 지분을 US$1 억 1,250 만과 기타 조건부 대가로 인수하는 거래. OJVG 인수와
관련하여, Teranga 가 Franco-Nevada 와 진행한 US$1 억 3,500 만 규모의 스트리밍
거래.
> Western Mining Group 이 C$2 억 5 천만에 Inter-Citic Minerals 을 인수하는 거래.
> Chengdu Tianqi Industry (Group) Co., Ltd.의 자회사인 Windfield Holdings Pty Ltd
(“Windfield”)가 Talison Lithium Limited 를 호주의 법원 인가 방식에 의하여 C$8 억
5 천만에 인수하는 거래에 대하여, Chengdu Tianqi Industry (Group) Co., Ltd.와
Windfield 측 캐나다 법률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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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iance Grain Traders Inc.가 캐나다의 모든 주와 미국에서 사모 방식으로 진행한
선순위 담보 (담보권 2 순위) 하이 일드 회사채 발행 (원금 C$1 억 2,500 만) 거래.
> Minefinders Corporation Ltd. 사 Pan American Silver Corp.에 매각 (C$15 억).
> Visa Inc. 주식 공개 (C$197 억, 공개 당시 기준 캐나다 및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시
주간사에 대한 캐나다측 법률자문 담당.
> Duke Energy Corporation 의 Westcoast Energy 인수 (C$127 억 5 천만).
> 6 개의 캐나다 주요 금융 기관이 진행한 ARS 및 PARS strip bond 프로그램 (C$107 억).
> Mineral Deposits Limited 가 보유한 금광 자산 분할 및 Teranga Gold Corporation 에
매각 (C$6 억).
> MacMillan Bloedel Limited 를 Weyerhaeuser Company Limited 에 매각하는 거래
(C$37 억).
> CAI Capital Partners 가 주도한 투자단의 CCS Income Trust 인수 (C$35 억, 캐나다 최대
규모의 경영권 인수 거래).
> Loring Ward International Inc. 의 Loring Ward 분사 및 CI Fund Management Inc 의
Assante Corporation 인수 (C$10 억).
> Sino Gold Mining Limited 의 Golden China Resources Corporation 인수 (C$1 억
1 천만).
> Harry Winston Diamond Corporation 의 Kinross Gold Corporation 에 의한 전략적 투자
(C$1 억 5 천만).
> Blackfriars Corp. 의 Emco Limited 인수 (C$4 억 4 천만).
> VERSUS Technologies Inc. (E*TRADE 캐나다) 의 주식공개와 E*TRADE Group, Inc. 에
대한 후속 매각 (C$2 억 6 천만)
> Livingston International Income Fund 의 PBB Global Logistics Income Fund 인수
(C$2 억 5 천만) 와 CPP Investment Board 와 Sterling Partners 에 후속 매각 (C$3 억
2,500 만).
> Alliance Grain Traders 의 파이낸싱 (C$7,160 만) 건을 포함한 기업 법률 자문.
> Spectral Diagnostics Inc. 의 파이낸싱 (C$2 천만).

학력
Queen's University (MBA 1996 년, JD. 1995 년), Royal Military College of Canada (Honours
BA in Economics and Commerce 1992 년).

자격
캐나다 온타리오주 변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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