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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경력 

박세라 변호사는 프로젝트 개발 및 파이낸스 그룹 (Project Development 

and Finance Group) 소속 서울 사무소 카운슬로서 아시아, 중동, 유럽 및 

미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에너지, 시설, 오일 및 가스, LN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수출보증기관, 상업은행, 기업, 사모펀드사, 사업주, 시공사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국의 주요 기업 및 금융 기관의 해외거래업무를 

대리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기업 법무, 인수합병, 자본시장과 사모펀드거래 등에 대해 

자문한 폭 넓은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화이트 & 케이스에 합류하기 전, 박 변호사는 뉴욕, 홍콩, 워싱턴 DC, 

런던 및 싱가포르에서 근무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도네시아 칼셀(Kalsel-1) 200MW (100MW X 2 기)급 IPP 

석탄화력사업의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과 다른 대주단들 자문.* 

   50 억 달러 규모의 카자흐스탄 Balkhash 발전소 프로젝트 개발 

및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국진출구은행(China Eximbank), 중국수출보험공사(Sinosure), 

독일수출보험공사(Euler-Hermes), 이슬람 개발 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홍콩상하이은행 (HSBC),  

미쓰이스미모토은행(SMBC) 과 도쿄미쓰비시 UFJ 은행(BTMU) 

자문.* 

   인도네시아 Tolo 풍력발전단지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아시아 

개발 은행(ADB) 자문. 해당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에서 

자금종결 (financial close)을 이룬 두번째 풍력 발전 프로젝트임.* 

   네팔 트리슐리 북부지역 수력발전사업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아시아 개발 은행(ADB), 국제금융공사(IFC),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다른 대주단 자문.* 

   파키스탄 펀잡 지방에 위치한 바하왈푸르에서의 100 MW 규모 



 
 

 

 
   

 

Zorlu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아시아 개발 

은행(ADB), 국제금융공사(IFC), ECO 무역개발은행(ETDB) 자문.* 

   바레인 해상 LNG 인수터미널 프로젝트의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한 대주단 자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다른 대주단의 재정지원을 받은 중부 

자바 페말랑의 2000MW 규모 그린필드 석탄화력 IPP 사업인 

Central Java IPP 의 개발 및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전기파워발전(J-Power), 이토추(Itochu Corporation), 

아다로에너지(Adaro)로 구성된 성공적인 컨소시엄 자문.* 

   2 억 2 천 7 백만 달러 규모의 베트남 티바이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후속 재구성에 대해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사이공 항(Saigon Port), 베트남 

해운총공사(Vinalines)를 사업주로서 자문.* 

기업 법무, 인수합병, 사모 투자, 자본시장 업무 

   합작 투자와 관련하여 다수 및 소수 투자자를 포함한 인수합병 

거래 자문.* 

   144A 규정, S 규정, D 규정에 따라 주식과 채무 증권을 

발행하는 거래에 관해 미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 사모 투자업자, 

금융기관들 자문.* 

* 화이트 & 케이스 합류 전 업무 경험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