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허니맨 (Jennifer Honeyman)
Suite 1700, Park Place, 666 Burrard Street, Vancouver, Canada V6C 2X8
Direct: (604) 631-1371 Fax: (604) 681-1825 jhoneyman@stikeman.com

경력
제니퍼 허니맨 변호사는 Stikeman Elliott 벤쿠버 사무소에서 기업법 및 증권거래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업 인수 합병,
자본시장, 합작투자 및 일반 기업법 이슈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허니맨 변호사는 다국가간 거래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업, 정보기술, 임업, 소매
및 제조업 분야와 관련한 거래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역
> Endeavour Mining Corporation 이 Avion Gold Corporation 을 인수하는 거래
($3 억 8,900 만);
> Inmet Mining Corporation 이 Franco-Nevada Corporation 과 체결한 파나마 소재 Cobre
Panama 동(銅) 프로젝트로부터의 귀금속 스트리밍 계약 (US$10 억)과 관련하여 Korea
Panama Mining Corporation 에 법률 자문 제공;
> Minefinders Corporation Ltd.의 발행주식 전량을 Pan American Silver Corp. 에 plan of
arrangement 방식으로 매각하는 거래 ($14 억);
> Korea Panama Mining Corporation 이 Minera Panama SA 지분 20%를 Inmet Mining
Corporation 로부터 인수하는 거래 (US$1 억 9,900 만, $3 천만 옵션 지급 포함);
> Endeavour Mining Corporation 이 Adamus Resources Limited 와 합병하는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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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dway Gold Corp. 의 주식 공모 발행 ($1,200 만);
> Canfor Pulp Income Fund 의 plan of arrangement 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 (시가총액
$4 억 5 천만 규모);
> AuEx Ventures 를 Fronteer Gold 에 매각 ($2 억 8 천만);
> Endeavour Financial Corporation 의 Etruscan Resources 인수 ($8 천만);
> Ashley NA LLC 의 내부 경쟁입찰 건에 대하여 Antigua Enterprises Inc. 의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 법률 자문;
> Midway Gold Corp. 의 주식 공모 발행 ($660 만);
> Ballard Power Systems 가 Ford Motor Company 와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거하여
보유한 Automotive Fuel Cell Cooperation Corp. 의 지분에 대한 유동화 건 ($4,45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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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lard Power Systems 가 보유한 Superior Plus Income Fund 의 주식회사 전환
($4,630 만), 이 건 거래에서 Ballard 를 corporate vehicle 로 이용;
> Xantrex Technology Inc. 의 Schneider Electric 에 의한 인수 ($5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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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University of Victoria (LL.B. 1998), Simon Fraser University (Honours BA 1994).

기타 경력
허니맨 변호사는 2008 년 Stikeman Elliott 에 입사하기까지 7 년간 (2001-2007) 영국의
매직서클 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1998 년 부터 2001 년 까지 벤쿠버에서 Articling 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자격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변호사, 1999. 잉글랜드와 웨일즈 변호사 (Roll of Solicitors),
2002 (현재 비활동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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