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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H Investments사의 미화 14억불 Sirtex 인수 
딜 미국 CFIUS 심의를 통과하다 

워싱턴 D.C. – 글로벌 로펌의 선두주자인 폴 헤이스팅스는 CDH Investments 그룹의 일원인 CDH 

Genetech Limited 를 대리하여 간암 치료 전문 의료기기 회사인 Sirtex Medical Ltd.의 인수 과정에서 

CDH 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로부터 거래종결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음을 금일 발표하였습니다.  

폴 헤이스팅스는 미국 정부와의 완화 

협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포함하여, 

매우 복잡한 거래에 대한 CFIUS 승인 

획득 측면에서 법률시장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폴 헤이스팅스는 

최근 COSCO SHIPPING Holdings 를 

대리하여 미화 63 억불에 달하는 Orient 

Overseas Limited 인수 건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CFIUS 와의 획기적인 국가안보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폴 헤이스팅스는 또한 

삼성전자의 미화 80 억불에 달하는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인수, CJ 대한통운의 미국 내 창고업, 

운송 및 물류 관련 자산 인수, 

Shuanghui International Holdings (현 

WH Group)의 Smithfield Foods 인수 

등 다수의 복잡한 거래와 관련하여 

CFIUS 승인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확언을 받은 이후, CFIUS 는 2019 년 

3 월 11 일 해당 인수 건과 관련하여 해소되지 않은 국가안보 

우려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DH 는 공동투자자인 

China Grand Pharmaceutical and Healthcare Holdings 

Ltd.와 함께 2018 년 6 월 14 일 Sirtex 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Sirtex에 투자하고 전세계의 

기존 및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장 전망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CDH 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저명한 

사모투자회사입니다. 

폴 헤이스팅스의 CDH 자문팀은 파트너인 Scott Flicker 및 

Robert Silvers 의 주도 아래 해당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Scott Flicker 는 폴 헤이스팅스의 무역규제부문 대표 및 

워싱턴 D.C. 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Robert 

Silvers 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차관보를 역임한 바 있으며 

Obama 정부 당시 CFIUS 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에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Randall Johnston, Quinn Dang, 

Talya Hutchison 및 Derek Turnbull 등의 소속변호사들이 

동 자문팀의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폴 헤이스팅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 저희 고객과 

구성원들이 성장을 향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폴 헤이스팅스는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미국 등지에서의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글로벌 법무법인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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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have any questions concerning these developing issue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any of the following Paul Hastings lawyers: 

Seoul 

Jong Han Kim  

82.2.6321.3801  

jonghankim@paulhastings.com 

Washington D.C. 

Scott Flicker  

1.202.551.1726  

scottflicker@paulhastings.com 

 

Daniel Kim  

82.2.6321.3802  

danielkim@paulhastings.com 

 

Robert Silvers  

1.202.551.1216  

robertsilvers@paulhastings.com 

 

Dong Chul Kim  

82.2.6321.3803  

dongchulkim@paulhasti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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