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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크리스토퍼 닉슨 변호사는 Stikeman Elliott 캘거리 사무소에서 증권법 전문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이며, 당사 중국 실무 그룹의 총 책임도 맡고 있습니다. 닉슨 변호사는 기업법
분야의 전문가로 특별히 기업 인수/합병, 기업 금융, 기업 및 신탁 구조조정과 기업 지배구조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거래 실무와 법률 자문 모두에
능통하며, 석유/가스 탐사 회사, 유전 개발관련 서비스사와 캐나다,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각지의 투자사들의 업무를 법률 대리하고 있습니다.
닉슨 변호사는 Martindale-Hubbell 에 의한 AV® Peer Review Rating 에서 전문직 최상위
등급인 “Very High to Pre-eminent” 에 랭크되어 있으며, 다수의 출판매체를 통해 최고의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The Best Lawyers in Canada 2013 에 등재: 기업 금융, 차입금에 의한 기업 인수, 사모
투자 펀드, 기업 인수/합병 및 증권거래법 분야.
 Chambers Global 발간 2012 년 Guide to the World’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에
기업법 및 기업 인수/합병 분야 추천 변호사로 등재.
 Lexpert/American Lawyer 발간 2012 년 Guide to the Leading 500 Lawyers in Canada
에 등재: 기업 거래법, 기업 금융, 증권거래법 분야.
 Canadian Legal Lexpert Directory 2012 에 의해 기업 거래법, 기업 금융, 증권거래법,
기업 미드 마켓, 기업 인수/합병, 사모 투자 펀드, 에너지 (석유/가스) 분야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
 Lexpert 발간 2012 년 Guide to the Leading US/Canada Cross-Border Corporate
Lawyers in Canada 에 기업 금융 및 증권거래법 분야 최고의 변호사에 선정.
 The International Who's Who of Business Lawyers 2012 에 의해 자본시장 분야 추천
변호사로 선정; Who’s Who Legal 100 2012 에 의해 중국 실무 그룹 총 책임자로
“탁월함”을 인정 받음.
 Legal Media Group 발간 2011 Guide to Leading Practitioners: China 에 의해 기업
인수/합병 및 에너지 분야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
 IFLR1000 발간 The Guide to the World’s Leading Financial Law Firms 2011 에 의해
자본 시장 및 기업 금융 분야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

가입단체
닉슨 변호사는 알버타 주 변호사 협회, 캐나다 변호사 협회, 캘거리 변호사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 입니다. 또한, 닉슨 변호사는 알버타 증권 위원회의 법률 자문 소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봉직하며, 알버타 증권 위원회의 정책 및 심의 절차 입안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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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역
닉슨 변호사가 담당한 최근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PetroChina International Investment Company Limited 가 Athabasca Oil Sands Corp.
으로부터 MacKay River 과 Dover 오일샌드 프로젝트 지분 60%를 인수하는 건 ($19 억).
 San Leon Energy PLC 가 plan of arrangement 방식으로 Realm Energy International
Corporation 을 인수하는 건.
 Orion Oil & Gas Corporation 의 WestFire Energy Ltd.에 의한 피인수 건 ($3 억).
 AltaGas Ltd. 가 주식 공개 매입을 통해 Pacific Northern Gas Ltd.를 인수하는 건
($2 억 3 천만).
 CNPC International Ltd.가 Verenex Energy Inc.를 인수하는 건 관련 캐나다 법률 자문
($4 억 9,900 만)
 SinoCanada Petroleum Corporation 이 Total Canada E&P Ltd.로부터 Northern Lights
Partnership 의 지분 10%를 추가로 인수하는 건.
 Royal Dutch Shell plc 가 자회사인 Shell Canada Ltd.의 지분을 소수주주들로부터 전량
매입하는 건 ($87 억)
 Savanna Energy Services Corp.이 Akuna Drilling Trust 를 인수하는 건.
 Enterra Energy Trust 가 Trigger Resources Ltd.를 인수하는 건 ($6,300 만).
 Lukoil Overseas Holding Ltd.가 Nelson Resources Ltd.의 지분을 인수하는 건관련
캐나다 법률 자문 (US$20 억).
 Teck Cominco Limited 가 plan of arrangement 방식에 의해 Fording Canadian Coal
Trust 를 인수하는 건 (US$124 억).
 AltaGas Income Trust 가 주식 공개 매입을 통해 Taylor NGL LP 를 인수하는 건
($5 억 9 천만).
 Wellco Energy Services Trust 가 plan of arrangement 방식에 의해 Peak Energy
Services Trust 와 합병하는 건 ($2 억).
 Cheung Kong Infrastructure Holdings Ltd.가 주식 공개 매입을 통해 TransAlta Power
LP 를 인수하는 건 ($6 억 2,900 만).
 BA Energy Inc. 가 plan of arrangement 방식에 의해 Value Creation Inc.에 피인수 되는
건.
 Hexagon AB 가 주식 공개 매입을 통해 NovAtel Inc.를 인수하는 건 관련 캐나다 법률
자문 ($3 억 9 천만).
기업 금융
 Griffiths Energy International Inc.가 보통주를 사모 발행하는 건 ($1 억 2,500 만).
 Trican 의 보통주 매수 제안과 관련하여 RBC Capital Markets 이 리드한 주식 인수단
법률 자문 ($2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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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Energia Ltd.의 주식 공개와 관련하여 FirstEnergy Capital Corp.이 리드한 주식
인수단 법률 자문 ($1 억).
 Laricina Energy Ltd. (캘거리 소재 오일샌드 회사)가 캐나다와 미국에서 주식을 사모
발행하는 건과 관련하여 Peters & Co. Limited 법률 자문 (C$8,300 만).
 Zargon Energy Trust 의 신탁 자산 주식 공개와 Rule 144A 에 의한 미국 내 주식 사모
발행 관련하여 CIBC World Markets Inc.가 리드한 주식 인수단 법률 자문 ($3,500 만).
 Xtreme Coil Drilling Corp.의 주식 공개와 Rule 144A 에 의한 미국 내 주식 사모 발행
건법률 자문 (C$4,600 만).


Savanna Energy Services Corp.의 캐나다 내 주식 공개와 Rule 144A 에 의한 미국 내
주식 사모 발행 건 (C$1 억 2,700 만).

 Progress Energy Resources Corp. 의 주식 공개와 Rule 144A 에 의한 미국 내 주식 사모
발행 건과 관련하여 Peters & Co. Limited 와 BMO Capital Markets 이 공동 리드한 주식
인수단 법률 자문 (C$1 억 4 천만).
이 밖에도 닉슨 변호사는 토론토 증권거래소, 토론토 증권거래소 벤쳐, 뉴욕 증권거래소, 홍콩
증권거래소를 포함한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많은 고객사를 법률 대리하고 있습니다.

학력
University of Alberta (LL.B. 1979).

자격
캐나다 알버타 주 변호사, 1980.

STIKEMAN ELLIOTT LLP PROFILE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