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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앤더슨은 공개 기업 인수합병에 중점을 두고 법인법 및 증권법 분야에 참여하는 파트너이며 비공개 기업 인수합병,
조인트 벤처, 기업 재정/증권, 기업지배구조 등의 일반적 기업 관계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앤더슨 변호사는
당사의 한국 이니셔티브 리더이자 전국 파트너십위원회(National Partnership Board) 위원과 밴쿠버 사무소의
기업/증권 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앤더슨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광업, 임업 및 기술 부문입니다. 과거 20 년 동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이루어진 중요 거래의 상당 수를 직접 담당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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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거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앤더슨은 한국 고객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 Korea
Resources Corporation), LS-Nikko, 한국전력공사(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및 기타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대행하는 등 정기적으로 한국 고객들의 법률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그의 실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광업]에 대한 그의 지식은 매우 뛰어나다” 고 하였습니다.
수상


2017 년도 Chambers Canada – 법인법/상법(BC 주) 및 에너지 & 천연자원: 광업(캐나다) 분야 최우수 변호사의
하나로 선정, 광업(대한민국) 분야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 고객들은 “사업 중심적으로 실리를 따지며, 냉철한
판단력으로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내며, 단시간 내에 양쪽 협상팀의 신뢰를 얻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6 년도 Chambers Global 에너지 및 천연자원: 광업 분야 최우수 변호사, 대한민국 광업 분야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



2012 년-2016 년도 Canadian Legal Lexpert Directory 인수합병, 상법, 기업 재정 & 증권 및 광업 분야 우수
변호사 선정.



2017 년도 광업 및 인수합병 분야 캐나다 최우수 변호사(Best Lawyers in Canada)의 하나.



Lexpert 의 2017 년도 최우수 캐나다 소재 미국/캐나다 국경간 법인법 변호사 가이드(Guide to the Leading
US/Canada Cross-border Corporate Lawyers in Canada) 중 기업 재정 및 증권, 인수합병 분야 등재.



LawDay’s 발간 Leading Lawyers 중 인수/합병 분야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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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역


Korea Panama Mining Corporation(KORES 와 LS-Nikko 의 합작 투자 회사)
–

Inmet Mining Corporation 의 Minera Panama SA 지분 20%를 인수(US $1 억 9 천 9 백만).

–

파나마 지역 Cobre Panama copper 프로젝트를 위한 Franco-Nevada Corporation 과 Inmet Mining
Corporation 의 US $10 억 귀금속 스트리밍(streaming) 계약.



Capstone Mining 의 Far West Mining 인수($7 억)에 대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금 조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Far West Mining 의 지분 30% 인수($2 억) 및 Capstone Mining 의 지분 11% 지분 매입($1 억 7 천 5 백만).



Vail Resorts, Inc.의 Whistler Blackcomb Holdings, Inc. 인수(C$14 억).



Vista Equity Partners 의 투자 수혜기업인 Aptean Software 와 PowerSchool Group 에 비공개 기업 인수합병
거래를 통해 StarDyne Technologies Inc. 매각.



NexGen Energy Ltd.에 대한 CEF Holdings Limited 의 전략적 투자(US$6 천만).



Fortuna Silver Mines 에 Goldrock Mines 의 지분 매각($1 억 8 천만).



Ballard Power Systems 에 대한 Zhongshan Broad-Ocean Motor 의 전략적 주식 투자(C$2 천 8 백 3 십만).



Endeavour Mining Corporation 의 True Gold Mining Inc. 인수(C$2 억 2 천 6 백만).



Advantage Lithium Corp.의 Cauchari 프로젝트 합작 투자(최초 50% 인수 및 75% 옵션) 및 Orocobre
Limited 로부터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자산 5 곳의 지분 100% 인수.



Duluth Metals 에 대한 CEF Holdings 의 전략적 투자(C$3 천만) 및 이후 Antofagasta 의 Duluth Metals 민영화.



UrAsia Energy Ltd.와 sxr Uranium One 의 합병(C$35 억).



이탈리아 소재의 Rainbow S.r.l.에 Bardel Entertainment 매각.



Xantrex Technology Inc.이 Schneider Electric 인수(C$5 억).



Walt Disney Company 가 Club Penguin 매입(US$7 억).



Eastman Kodak Company 가 Creo Inc. 매입(US$9 억 8 천 8 백만).



Duke Energy 가 Westcoast Energy 인수($133 억).



Central 1 Credit Union(전 Credit Union Central of British Columbia)이 금융기관($80 억)을 설립하기 위해 Credit
Union Central of Ontario Limited 의 자산 인수.



Kinder Morgan Inc.가 Terasen Inc. 매입($69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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