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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키쓰 밀러 변호사는 Stikeman Elliott 캘거리 사무소에서 에너지 규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 입니다. 밀러 변호사는 에너지, 가스/전기/수도 등 공익사업 및 환경 이슈 관련 공청회
등 행정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밀러 변호사는 Alberta Energy
Resources Conservation Board ("ERCB")의 법률 자문인으로 활동한 바 있고, ERCB,
National Energy Board ("NEB"), the Alberta Utilities Commission ("AUC"), the British
Columbia Utilities Commission 과 캐나다 여러 주 규제 당국의 다양한 규제 이슈에 대하여
많은 고객을 법률 대리하고 있습니다.
밀러 변호사는 가스 처리 시설, 유정 및 가스정, 파이프라인, 오일 샌드 프로젝트, 정유공장과
석유화학 시설의 개발 및 rateable take 분쟁, 운송 및 처리 관련 신청, 자원 보존 계획과
가스/비투맨 분쟁과 관련한 이슈 등 다양한 공익사업 관련 청원에 대하여 ERCB 에서
고객들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러 변호사는 가스/전기 사용요금 규율, 소매 관세 (retail tariff) 신청을 포함한 소매
가스/전기 시장의 개발과 규제 및 송전 시스템 정책 등과 관련한 다수의 AUC 공청회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밀러 변호사는 알버타 주의 전기 산업 구조 및 운영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별히 the Alberta Electric System Operator 와
the Market Surveillance Administrator ("MSA")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밀러 변호사는 알버타 주의 법령인 Power Purchase Arrangements 에
따른 중재 절차 및 MSA 자율준수 및 집행 절차에서 고객들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밀러 변호사는 NEB 와 관련한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파이프라인
요금과 관세에 대한 공청회, 자본 비용, 장기 가스 수출, 운송, 용량 할당과 파이프라인 공동
이용 (open access) 및 파이프라인 건설 이슈 등은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밀러 변호사는 잠재적인 LNG 개발, 국경 및 해안 연안의 석유 및 가스, northern pipelines 과
탄자니아 전기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서도 많은 고객들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밀러 변호사는 에너지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조정과 중재 사건은 물론, 알버타 주 고등법원,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고등법원 및 연방 고등법원에 제기된 규제 관련 항소 사건에서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러 변호사는 알버타 주 Water Act 에 따라 진행되는 조사
절차에서도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밀러 변호사는 에너지 규제 분야 Best Lawyers in Canada 2014 에 등재 되었으며, Canadian
Legal Lexpert Directory 2013 에는 에너지 (석유 및 가스) 분야 최고의 변호사로
수록되었습니다.

가입단체

STIKEMAN ELLIOTT LLP PROFILE

밀러 변호사는 캐나다 알버타 주 변호사 협회와 캐나다 변호사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
입니다. 밀러 변호사는 ‘캐나다 석유자원법 기구’ (the Canadian Petroleum Law
Foundation)를 대신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저술하고 발표하였는데, 그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
협약이 캐나다 해양 연안 규제에 주는 시사점 – 200 해리 경제 수역과 대륙붕” ("The
Implications of UNCLOS for Canada’s Regulatory Jurisdiction in the Offshore – the 200-Mile
Limit and the Continental Shelf", 30 Dalhousie L.J. 341 (2007))의 집필과 뉴 펀들랜드의
세인트 죤스에서 개최된 the East Coast Research Seminar 에서의 강연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학력
Dalhousie University (Bachelor of Laws 1978, Bachelor of Science 1975).

기타 경력
밀러 변호사는 Stikeman Elliott 에 입사하기까지 다른 캐나다 주요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Koch Pipelines Canada Ltd.의 설립부터 매각시까지 이사 겸 이사회 위원회
멤버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자격
캐나다 알버타주 변호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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