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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키쓰 채트윈 변호사는 Stikeman Elliott 캘거리 사무소에서 증권거래법과 공모 및 사모 사채
발행, 주식 발행, 기업 인수 합병, 구조 조정, 주주 행동주의와 그 방어 등 광범위한 증권
거래법 및 회사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 입니다. 채트윈 변호사는 우호적/적대적
인수합병과 신탁자산 유동화, 기업 분할, 자산 양수도 등 기업거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당사 한국 전문 그룹 및 일본 전문 그룹 멤버로도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채트윈 변호사는 증권 거래법, 기업법, 기업 인수/합병 및 투자 회수 분야에서 MartindaleHubbell® 에 의한 AV Preeminent® Peer Review 에 랭크되어 있으며, 또한 Best Lawyers in
Canada, 2015 년도판 기업 지배 구조 부문에 등재되었습니다. 채트윈 변호사는 Lexpert 가
발행한 2012 Guide to the Leading US/Canada Cross-border Corporate Lawyers in Canada
에서 “주목해야 할 회사법 변호사” (Corporate Lawyer to Watch) 에 선정 되었습니다.

가입단체
채트윈 변호사는 알버타주 변호사 협회, 캐나다 변호사 협회, 캘거리 변호사 협회,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과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의 등록 회원이며, 알버타 증권 거래
위원회 산하 증권 거래 자문 위원회와 파생상품 자문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 입니다.

논문 및 저서
> ASC
issues
new
OTC
derivatives
order,
(www.canadianstructuredfinancelaw.com), (2013 년 1 월)

캐나다

구조화

금융법

> “Modified OM private placement exemption announced to facilitate early stage
financing”, 캐나다 증권거래법 (www.canadiansecuritieslaw.com), (2013 년 1 월).
>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of Multilateral Instrument 51-105 – Issuers Quoted in
the U.S. Over-The-Counter Markets and Blanket Relief Rolling-Back Certain Aspects
Thereof”, Stikeman Elliott LLP, 기업금융 및 증권거래, (2012 년 8 월).
> “Stock Dividend Programs – Is it time to turn off the DRIP?”, Canadian Securities Law
(www.canadiansecuritieslaw.com), (2012 년 5 월).
> “From Guidance to Law – Amendments to NI 51-101 to Codify Prior Guidance and
Supplement Existing Requirements”, 온타리오주 변호사 협회, 천연자원 및 에너지 분과,
Volume 12, No.1, (2010 년 1 월).
> “CSA Provide Guidance on Resource Disclosures, Possible Reserves, Corporate
Finance and Securities”, Canadian Securities Law (www.canadiansecuritieslaw.com),
(2009 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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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 “Going Public Readiness”, 캐나다 기업의 성장기반 토론토 증권거래소/토론토
벤쳐거래소 (2012 년 10 월).
> “M&A Trends”, 스타이크만 엘리엇 (2012 년 1 월).
> “Current Trends in M&A: A Look into the Future", 스타이크만 엘리엇 (2011 년 3 월).
> “Income Trust Conversion Update”, 스타이크만 엘리엇 (2009 년 10 월).
> “An Alternative Source of Liquidity and Capital for UK Listed Companies”, TMX Group,
(2009 년 6 월).

주요 업무내역
인수/합병 분야
> Phoenix Energy Holdings Limited (PetroChina International Investment Company
Limited 의 자회사)가 Athabasca Oil Sands Corp.으로부터 Dover oil sands projects 잔여
지분 40%를 인수하기 위한 제안 법률 대리 (약 $12 억 규모).
> Glencore Xstrata Plc 의 100% 자회사에 의한 Caracal Energy Inc. 인수 제안에 대하여
Caracal Energy Inc. 측 법률 대리 (약 C$13 억 5 천만 규모).
> AltaGas Idemitsu Joint Venture Limited Partnership의 Petrogas Energy Corp. 지분 2/3
인수 법률 대리 (C$8 억 8 천만 규모).
> Vitol Group 에 의한 Sterling Resources Ltd. 주식의 비자발적 공개 매수 시도에 대한
방어와 대체 거래 방안 도출 관련 Sterling Resources Ltd. 법률 대리.
>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mpany 가 캘거리에 소재한 Nexen Inc.를 US$195 억에
현금으로 인수하는 거래 (부채 인수 포함), 이는 거래 시점 기준 중국 기업에 의한 단일
해외기업 인수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임.
> AltaGas Ltd.의 SEMCO Holding Corporation 인수 건 (US$11 억 3,500 만) 과 동시에
진행된 subscription receipts 발행 거래 ($4 억 3 백만), 법원 인가 방식(plan of
arrangement)에 의한 Pacific Northern Gas Ltd. 인수 (C$2 억 3 천만 규모), Blythe
Energy LLC 인수 (C$5 억 1,500 만 규모) 및 관련 금융 조달 거래 법률 자문.
> PetroChina International Investment Company Limited 가 Athabasca Oil Sands
Corp.으로부터 MacKay River and Dover oil sands projects 지분 중 60%를 인수하는 건
($19 억)과 잉여지분 40%를 추가 인수하는 후속거래 ($6 억 8 천만) 법률 자문.
> AltaGas Income Trust 의 Taylor NGL LP 인수 ($5 억 9 천만), AltaGas Utility Group Inc.
인수 ($7,500 만) 및 Landis Energy Corporation 인수 거래 ($2,200 만) 법률 자문.
> Canacol Energy Ltd.의 Carrao Energy Ltd. 지분 인수 거래 (C$6,900 만 규모)와
관련하여 Carrao Energy Ltd. 의 특별위원회 법률 자문.
> Jura Energy Corporation 의 Spud Energy Pty Limited 에 대한 RTO 거래 법률 자문.
> CNPC International Ltd. 의 Verenex Energy Inc. 인수에 대한 법률 자문 ($4 억 9,900 만).
> PrimeWest Energy Trust 의 Shiningbank Energy Income Fund 인수 (C$17 억 3,500 만)
및 Abu Dhabi National Energy Company PJSC 에게 해당 펀드 매각하는 후속 거래
(C$50 억)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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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binger Capital Partners 의 Calpine Power Income Fund 에 대한 비자발적 인수 거래
($8 억 8,200 만) 법률 자문.
> Dominion Resources Inc. 가 보유한 캐나다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권을 Paramount
Energy Trust 및 Baytex Energy Trust 에 매각하는 거래 (US$5 억 8,300 만) 법률 자문.
기업 금융 및 증권 거래 분야
> Canexus Corporation (그 전신인 Canexus Income Fund 포함)의 일련의 보통주 공모
발행과 전환 사채 공모 및 사모 발행 법률 자문.
> Sterling Resources Ltd. 의 일련의 보통주와 주식 유닛 (담보부와 무담보부 포함) 공모 및
사모 발행 ($2 억), 영국 자회사에 의한 선순위 담보부 채권 발행 (US$2 억 2,500 만) 법률
자문.
> AltaGas Ltd. (그 전신인 AltaGas Income Trust 포함) 의 자본 및 부채 확충 방안 법률
자문, 그 실행의 일환으로 사채 발행, 우선주 발행 및 보통주 발행 자문.
> CNOOC 의 미국 예탁증서(ADR)를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거래 법률 자문, 해당
거래를 통하여 CNOOC 는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 됨. (금액
기준)
>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주식 인수단 법률 자문 제공:
• Pembina Pipeline Corporation 의 우선주 공모 발행 (C$2 억 5 천만 규모).
• Raging River Exploration Inc.의 보통주 공모 발행 (약 C$7,800 만 규모).
• Phoenix Energy Services Corp.의 보통주 공모 발행 (약 C$3,100 만 규모).
• Pine Cliff Energy Ltd.의 보통주 공모 발행 (C$2,500 만 규모).
• Rio Alto Mining Limited 의 보통주 사모 발행 (C$5,700 만 규모).
• Calmena Energy Services Inc. 의 보통주 공모 발행 (C$2,875 만 규모)
> Harvest Operations Corp.의 선순위 사채 발행 거래 ($6 억 3 천만, 이율 2.125%, 만기
2018 년) 및 모회사인 한국석유공사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의 무조건부 보증
제공 관련 딜러 그룹 캐나다 법률 자문
> Nexen Inc. 가 보유한 Canexus Income Fund 지분 전체에 대한 secondary offering
(발행규모 C$4 억 7,710 만) 법률 자문.
> Compton Petroleum Corporation 의 선순위채 자본전입, 주식병합 및 이와 관련된 권리
제안 거래 법률 자문.
> AltaGas Income Trust 와 Canexus Income Fund 의 법인 전환 거래.
> PrimeWest Energy Trust 의 전환사채 공모 발행 ($3 억 3,400 만).
> AltaGas Utility Group Inc. 의 AltaGas Income Trust 분사를 통한 자회사 취득 및 주식
공개, 보통주 후속 발행 및 AltaGas Income Trust 주주에게 배정하는 거래 법률 자문.
> PrimeWest Energy Trust 의 자본 확충 프로그램 (C$7 억 5,000 만) 법률 자문 및 뉴욕
증권 거래소에 공모 발행 (C$1,850 만).
> The Citadel Group 이 보유한 다수 펀드의 주식공개 및 토론토 증권거래소 상장, 후속
신주 발행, 교환 발행, 펀드 합병과 Crown Hill Fund 에게 경영권과 운영권을 최종
매각하는 거래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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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a Energy Corporation 의 공모 발행 (C$3,000 만).
> Caza Oil & Gas, Inc. 의 주식 공개 및 TSX /AIM 상장 (C$1,160 만).

학력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L.B. 1997, MBA 1997, B.Sc. Marine Biology 1993).

자격
캐나다 알버타주 변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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