죤 앤더슨 (John F. Anderson)
Suite 1700, Park Place, 666 Burrard Street, Vancouver, Canada V6C 2X8
Direct: (604) 631-1307 Fax: (604) 681-1825 janderson@stikeman.com

경력
죤 앤더슨 변호사는 Stikeman Elliott 벤쿠버 사무소의 회사법과 증권거래법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파트너이며, 당사 파트너쉽 보드의 멤버입니다.
앤더슨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공개 기업의 다국간 인수/합병이며, 특별히 광업, 임업, 첨단
기술 부문에 폭 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회사법 분야에서 비공개 기업의
인수/합병, 합작 투자, 기업 금융 및 증권거래법 분야와 기업 지배 구조 이슈에 대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앤더슨 변호사는 과거 15 년 동안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 이루어진 중요 거래의
상당수를 직접 담당하였으며, 그 중에는 MacMillan Bloedel 을 Weyerhaeuser 에 매각하는
거래, Westcoast Energy 를 Duke Energy 에 매각하는 거래, Terasen 을 Kinder Morgan 에
매각하는 거래와 같이 특정 분야에 새로운 획을 긋는 거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앤더슨 변호사는 다수의 출판 매체로부터 관련 분야 최고의 변호사로 인정 받고 있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The Best Lawyers in Canada 2014 선정 광업 분야 최고의 변호사;
> 2014 년 Chambers Global 발간 Guide to the World'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에서 에너지 및 천연 자원 분야 추천 변호사 그리고 기업 인수 합병 (대한민국) 분야 ‘해외
전문가’;
> 2013 년 Chambers Global 발간 Guide to the World'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에서 에너지 및 천연 자원 분야 추천 변호사: 광업 (대한민국 외국인 전문가) 분야와 기업
인수/합병 (대한민국) 분야 등재;
> The Canadian Legal Lexpert Directory 2012 and 2013 에서 인수/합병, 기업 미드 마켓,
기업간 상거래, 기업 금융 및 증권거래 분야 추천 변호사; 그리고
> LawDay’s 발간 Leading Lawyers 중 인수/합병 분야 등재.

주요 업무내역
> Duluth Metals 의 무보증 전환 사채 (C$ 3 천만, 5 년, 7.5%) 사모 발행에서 투자자 법률
대리;
> Korea Panama Mining Corporation (한국광물자원공사와 LS-Nikko 간 합작법인) 이
Minera Panama SA (“MPSA”) 지분 20%를 Inmet Mining Corporation 로부터 인수하는
거래 (US$1 억 9,900 만, $3 천만 옵션 지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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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물자원공사가 Capstone Mining 의 Far West Mining 인수 ($7 억)에 참여하여, Far
West Mining 의 지분 30% 를 $2 억에 인수하고 Capstone Mining 의 지분 11% 를 $1 억
7,500 만에 취득하는 거래;
> Endeavour Financial Corporation 의 Etruscan Resources 인수 ($8 천만) 거래;
> AuEx Ventures 를 Fronteer Gold 에 매각 ($2 억 8 천만) 거래;
> Canfor Pulp Income Fund 의 plan of arrangement 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 ($4 억 5 천만);
> Ballard Power Systems 가 보유한 Superior Plus Income Fund 의 주식회사 전환
($4,630 만), 이 거래에서 Ballard 를 corporate vehicle 로 이용;
> Xantrex Technology Inc. 의 Schneider Electric 에 의한 인수 ($5 억) 거래;
> Central 1 Credit Union (Credit Union Central of British Columbia 의 존속 법인) 이 Credit
Union Central of Ontario Limited 의 자산을 인수하여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거래 ($80 억)
법률 자문, 각종 정부 규제 및 승인 사항 포함.
> Multivan Broadcast Corporation 이 보유한 Channel m 을 Rogers Broadcasting Limited
에 매각하는 거래 ($6 천만);
> Ballard Power Systems 가 보유한 연료 전지 관련 자산을 Daimler AG 와 Ford Motor
Company 에 매각하는 거래 ($1 억 6,800 만);
> Energy Metals Corporation 를 Uranium One Inc. 에 매각하는 거래 ($16 억);
> Club Penguin 을 Walt Disney Company 에 매각하는 거래 (US$7 억);
> UrAsia Energy Ltd. 과 sxr Uranium One 의 합병 거래 ($35 억);
> American Capital 이 OnCap 으로 부터 Western Inventory Services 를 인수하는 거래
(US$4 억 1,100 만);
> Canfor Corporation 에 의한 Canfor Pulp Income Fund (시가 총액 $9 억 규모의 수익
신탁) 설립;
> Terasen Inc. 를 Kinder Morgan Inc. 에 매각하는 거래 ($69 억);
> Creo Inc. 를 Eastman Kodak Company 에 매각하는 거래 (US$9 억 8 천만);
> Atrix Laboratories Inc. 와 QLT Inc. 의 합병 거래 (US$8 억 5,500 만);
> Ballard Power Systems 의 DaimlerChrysler AG 와 Ford Motor Company 와의 관계
재조정;
> Slocan Forest Products Ltd. 를 Canfor Corporation 에 매각하는 거래 ($9 억);
> Xantrex Technology 의 보통주 주식공개 ($6,700 만) 와 토론토 증권거래소 상장;
> Methanex 의 2 차 주식공개 ($5 억 400 만) 건에서 주식 인수인단 법률 대리;
> EAGC Ventures Corp. 와 Bema Gold 간 합병 거래 ($1 억 6,700 만).

최근 강연 활동
> 변호사 계속 교육 일환으로 진행된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기업 지배 구조 2013 과정에서,
Hot Button Corporate Governance Issues for Today’s Boards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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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년 Cambridge House World Resource Investment Conference 에서 Deloitte 와
함께 Stream Financing 강연
> 2013 년 Canadian Institute of Mining, Metallurgy and Petroleum 에서 Deloitte 및
Sandstorm Gold 와 함께 Stream Financing 강연
> 2013 년 Deloitte 와 함께 Spinout Transactions – The Ins and Outs 강연
> 변호사 계속 교육 일환으로 진행된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2012 증권 거래법 고급
과정에서, M&A Deal Points 강연
> 2012 년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에서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Unit 과 함께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t's a Crime - What you need to know to prevent a
corruption crisis in Canada and abroad 강연
> 2012 년 Deloitte 와 함께 Current Trends in Mining Finance, M&A and Disclosure 강연
> 2012 년 Stikeman Elliott 세미나에서 Recent Developments in Competition Law –
Enforcement Themes and Compliance Activities 강연
> 변호사 계속 교육 일환으로 진행된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인수/합병 과정에서, M&A Deal
Points 강연 (2010, 2011, 2012 년)
> 2011 년 Stikeman Elliott 세미나에서 General Counsel Roundtable 에 참여
> 2011 년 Stikeman Elliott 세미나에서 Finance Opportunities for the Mining Industry 강연

학력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L.B. 1990 년), Carleton University (B.Comm. High Honours
1987 년).

기타 경력
앤더슨 변호사는 캐나다 해군 장교로 3 년간 복무하였습니다.

자격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변호사, 199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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