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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 P 그룹 주식회사의 회사 분할
및 주식교환 자문
[자문] 신약개발 바이오 회사의 전환우선주 발
행 자문
(M&A)
- 하나투어의 IMM PE에 대한 유상증자 자문

[인수합병] 회생회사 삼부토건 매각주간사로서
DST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 제주컨트리구락부 (제주CC) 인수 자문(회생절차 중 M&A, P-Plan)
- 일송개발 (레이크힐스용인CC) 회생 매각 자문

[기업자문]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O2)리조트
) 민영화를 위한 매각 및 회생계획 인가 성공적
수행

- 대교의 에듀베이션 인수 자문
- 에이텍에이피의 엘지이노텍 ESL사업 양수 자문
- 세종텔레콤의 큐비즈 인수 자문

[인수합병(M&A)] 한화넥스트 주식회사(한화 그
룹 계열사) 회사 분할 및 매각 자문
[회생] 일송개발 회생절차
[자문] 대교-에듀베이션 주식인수 거래 건

- (주)이도의 (주)굿모닝씨오엠 인수 자문

100% 성공적 인수 사례

-레이크힐스순천 매각 자문 (회생절차 중 M&A, P-Plan)

[자문] 주식회사 지코 회생사건의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의 법률자문사로서 M&A 과정에

-참빛그룹의 베트남 경마장 사업 인수 자문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자문 제공

- 삼부토건 매각자문 (회생절차 중 M&A)

[회생] 채무자회생법과 민사집행법이 서로 충돌
하는 지점에서, 채무자회생법이 우선 적용된다

- SPP조선 자산 매각 자문

는 구체적 법률 적용을 이끌어 낸 사례

-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 매각 자문(회생절차 중 M&A)
-한화폴리드리머 분할 및 매각 자문
- 동양그룹의 동양매직 매각 자문

증권

- 한국석유공사의 석유터미널 합작투자 자문

도산관리

- (주)파루와 OCI Energy 미국 합작법인 설립 자문

M&A/기업지배구조
국제거래/투자

- 메가젠임프란트와 스위스 Straumann과 합작투자 자문

기업금융

- KT 계열사 이니텍의 흡수합병 자문
- 현대상선의 반얀트리호텔 인수 자문
- KT 컨소시엄의 금호렌터카 인수 자문
- 포스코의 주식회사 코네스 인수 자문
- 동아제약의 GSK 외자유치 및 전략적 사업제휴 자문
- 미국 Rogers Corporation사의 SK UTIS 인수 자문
- 프랑스 3S PHOTONICS사의 코셋 주식회사 인수 자문
- Brooks Instrument Korea의 한국에머슨일렉트릭 주식회사 영업양수 자문
- 미국 Avago Technologies US Inc.의 아토콘 주식회사 인수 자문
- (주)동양, (주)동화산업 매각 자문
- 삼화페인트공업(주)의 대운테크(주) 인수 자문
- STATS ChipPAC Korea사의 외화 보증 거래 자문
- 한국갬브로 주식회사의 외화 보증 거래 자문
- 한국알파라발 주식회사의 외화 차임 거래 자문
- 부국증권 기업인수목적회사 설립 자문
- CJ창업투자, 소빅창업투자의 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설립 자문
- GE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자문
-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자문
- 경기도 한류우드 프로젝트 자문
- 경기도 유니버셜스튜디오 개발 자문
-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리조트 개발 및 운영 관련 자문
- Taubman의 송도신도시 상업지구개발 프로젝트 자문
- JDC의 제주도 예례휴양단지 프로젝트 자문
- 청송군 주왕산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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