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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쓰 채트윈 변호사는 당사 자본 시장 및 인수 합병 그룹의 파트너입니다. 채트윈 변호사는 공모 및 사모 사채 발행,
주식 발행, 기업 인수 합병, 구조 조정 및 자본재구성, 주주 행동주의와 그 방어 등 광범위한 증권거래법 및 회사법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트윈 변호사는 다수의 경쟁적 및 비경쟁적 공개매수와 신탁자산 유동화, 기업 분할, 자산
취득 및 매각을 비롯한 기업 및 기업 간 협약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당사 한국 전문 그룹 및 일본 전문 그룹
멤버로도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상
• Chambers Canada 2019 – 회사법/상법(알버타 주) 분야 최우수 변호사로 선정.
•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s IFLR1000: The Guide to the World’s Leading Financial Law Firms
2019 선정 자본시장 분야에서 주목할 법률 실무가: 자기 자본 및 인수합병.
• 2018 Canadian Legal Lexpert Directory 선정 회사법/상법, 회사법 미드 마켓 분야 기업 재무 & 인수합병, 파생상품
분야 최우수 변호사 등재
• The Best Lawyers in Canada 2019 년도 기업 지배구조, 회사법, 인수합병 및 증권법 분야 최우수 변호사로 선정.
• Lexpert/ROB 특별판: 회사법 분야 캐나다 최우수 변호사 (2018 년 4 월 발간)
• Lexpert/ROB 특별판: 에너지 분야 캐나다 최우수 변호사 (2018 년 9 월 발간)

주요 업무내역
• Baytex Energy Corp. 에 의한 Raging River Exploration Inc. 인수 거래: 전액 주식 거래로 인수 후 결합 기업 가치
C$50 억 상당.
• TSX-V 시장에서 Sterling Resources Ltd. 에 의한 PetroTal Ltd. 역 인수 거래 및 동시 거래로 Gran Tierra Energy
Inc. 소유 페루비안 석유/가스 자산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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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aGas Ltd. 에 의한 WGL Holdings, Inc. 역외 인수 거래 (C$84 억 상당): 인수 관련 금융 조달 거래 포함
(US$49 억 5 천만 상당 브리지 금융, C$21 억 상당 인수 증권 (subscription receipts) 공모 및 OMERS 에 C$4 억
상당 인수 증권 사모 포함.)
• Chemtrade Logistics Income Fund 의 Canexus Corporation 인수(C$9 억)
• US$49 억 5 천만 규모의 단기 브릿지, C$21 억 규모의 총액인수 공모, 온타리오주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C$4 억
규모의 동시 사모 발행으로 이루어진 관련 금융 조달 거래를 비롯하여, AltaGas Ltd.의 WGL Holdings, Inc. 국경간
인수(C$84 억) 제안
• Crescent Point Energy Corp.으로의 Legacy Oil + Gas Inc. 매각(C$15 억)
• Glencore Xstrata Plc 의 100% 자회사에 의한 Caracal Energy Inc. 인수(약 C$14 억 8 천만)에 대하여 Caracal
Energy Inc. 법률 대리
• 지사 Phoenix Energy Holdings Limited 를 직간접적으로 통한, PetroChina International Investment Company
Limited 에 의한 Athabasca Oil Corp.의 매케이 강 및 도버 오일샌드 프로젝트 투자지분 60%(C$19 억) 인수,
매케이 강 프로젝트의 나머지 지분 40%(C$6 억 8 천만) 및 도버 프로젝트의 나머지 지분 40%(약 C$12 억) 후속
인수
• AltaGas Idemitsu Joint Venture Limited Partnership 의 Petrogas Energy Corp. 지분 2/3 인수(C$8 억 8 천만)
•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mpany 의 캘거리 소재 Nexen Inc.에 대한 부채 인수 포함 현금 인수(US$195 억)
• PrimeWest Energy Trust 의 Shiningbank Energy Income Fund 인수(C$17 억) 및 Abu Dhabi National Energy
Company PJSC 로의 후속 매각(C$50 억)
• Harbinger Capital Partners 의 Calpine Power Income Fund 에 대한 비자발적 인수(C$8 억 9 천 500 만)
• CNOOC 의 미국 예탁증서(ADR) 토론토 증권거래소 상장에 관한 법률 자문, 해당 거래로 CNOOC 는 토론토
증권거래소 등록 기업 중 금액 기준 최대 기업으로 도약

최근 강연
• “Control Over Outbound Investment – A Canadian Energy Perspective”,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26th
Annual Meeting and Conference, 콸라룸푸르, 2016 년 4 월

가입단체
채트윈 변호사는 앨버타주 변호사 협회, 캐나다 변호사 협회, 캘거리 변호사 협회,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의 등록 회원입니다. 또한 앨버타주 증권위원회(Alberta
Securities Commission) 산하 증권자문위원회(Securities Advisory Committee) 현 위원이자
파생상품자문위원회(Derivatives Advisory Committee) 전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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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L.B. 1997)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MBA 1997)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B.Sc. 1993)

자격
캐나다 앨버타주 변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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