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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의 계열사인 Intralinks는 매수측 및 매도측의 M&A 딜 관리, 대체투자 자금 조달, 신디케이트 론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위한 가상 데이터룸(VDR)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선도 기업으로 23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Intralinks는 전 세계 상당 수 M&A 딜의 초기 단계에 
참여하여 축적된 통찰력을 바탕으로 향후 M&A 딜 규모를 예측합니다.

Intralinks Deal Flow Predictor는 전 세계의 초기 단계 M&A 활동, 즉 준비 단계에 있거나 실사를 시작한 
매도측 M&A 활동을 추적하여 향후 M&A 규모를 예측합니다. 이 초기 단계 딜은 평균적으로 6개월 후에 
공시됩니다.

이번 호 Intralinks Deal Flow Predictor는 2020년 상반기에 공시될 M&A 활동 예측과 함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련사항이 딜메이킹에 미치는 영향, Intralinks의 최신 보고서 - 성(性) 다양성과 M&A 
결과에 대한 University of Cincinnati, Carl H. Lindner 경영대학장인 Marianne Lewis와의 인터뷰를 
수록하였습니다. 20년에 걸친 16,700여 건의 글로벌 M&A 거래를 표본으로 조사한 이 보고서는 여성 
이사진이 기업 딜메이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분석결과를 보여주며, 2월 18일 출간될 
예정입니다.

SS&C SS&C Intralinks Deal Flow Predictor는 Refinitiv2가 보도하는 전 세계의 M&A 딜 공시 물량이 6개월 후 어떻게 변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로 독자적으로 검증1  받아 왔습니다. 

Intralinks의 향후 2분기 동안 공시 M&A 딜 수 전년 대비 변동률 중간 예측값, Refinitiv 보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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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분기 
실제 수치

2017년  3분기 
실제 수치

2017년  4분기 
실제 수치

2018년  1분기 
실제 수치

2018년  2분기 
실제 수치

2018년  3분기 
실제 수치

2018년  4분기 
실제 수치 

2019년  1분기 
실제 수치 

2019년  2분기 
실제 수치

2019년 3분기 
실제 수치

2019년 4분기 
실제 수치

2020년  1분기 
중간 예측

2020년 2분기 
중간 예측

[1] https://via.intralinks.com/index.html#workspaceDetail/4974077/14314686348/14346818148

[2] https://thesource.refinitiv.com/thesource/getfile/index/a9b10001-d7d6-4cb7-b93d-aabb518b8c86 Intralinks는 Refinitiv의 과거 4개 분기 거래량 데이터를 
조정하여 Refinitiv 데이터베이스의 보도된 공시 딜 물량의 향후 변화를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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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의 답보상태 후, 2020년은 전 세계 M&A 활동의 새로운 상승세 시작을 알리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 2분기 동안 전 세계 VDR(가상 데이터룸)의 새로운 실사 개시 증가를 
토대로, Intralinks는 2020년 상반기에 공시될 전 세계 M&A 딜 수가 전년 대비 약 5%(최대 10%~

최소 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가세는 헬스케어, 소재, TMT(기술/미디어/

통신) 섹터가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요
2020년: 새로운 M&A 업사이클 시작?

APAC
2020년 상반기 중간 예측: +6%

2020년 상반기 상한 예측: +11%

2020년 상반기 하한 예측: +1%

짙은 초록 = 전년 대비 초기 단계 
M&A 활동 증가

노랑 = 전년 대비 초기 단계 
M&A 활동 유지

짙은 빨강 = 전년 대비 초기 단계 
M&A 활동 감소

TMT(기술/미디어/통신)

에너지 및 전력

소재

금융

부동산

헬스케어
소비재 및 소매업

산업재

아시아 태평양
Intralinks는 2020년 상반기에 공시될 APAC 지역의 딜 수가 
전년 대비 약 6%(최대 11%~최소 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소재, 소비재 및 소매업, 헬스케어 섹터가 M&A 
공시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APAC의 모든 지역에서 상반기 딜 공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인도, 중국, 홍콩, 한국이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MEA
2020년 상반기 중간 예측: +4%

2020년 상반기 상한 예측: +7%

2020년 상반기 하한 예측: +1%

짙은 초록 = 전년 대비 초기 단계 
M&A 활동 증가

노랑 = 전년 대비 초기 단계 
M&A 활동 유지

짙은 빨강 = 전년 대비 초기 단계 
M&A 활동 감소

헬스케어

소재

에너지 및 전력
산업재

소비재 및 소매업

TMT(기술/미디어/통신)

부동산

금융

유럽 중동 아프리카
당사는 2020년 상반기에 공시될 EMEA 지역의 딜 수가 
전년대비 약 4%(최대 7%~최소 1%) 증가하고, 동유럽, 
베네룩스 3국,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동의 소재, TMT(기술/

미디어/통신), 금융, 에너지 및 전력 섹터가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유럽의 5개 경제대국 중 이탈리아, 영국, 독일에서 2020년 
상반기 동안 2019년 동기 대비 M&A 공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프랑스는 감소세, 스페인은 보합세가 
예상됩니다. 12월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함에 따라 
영국의 초기 단계 M&A 활동은 전년도 4분기 대비 24%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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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보기:

intralinks.com/kr/insights-all

라틴아메리카
당사는 2020년 상반기에 공시될 LATAM 지역의 딜 수가 
전년 대비 약 4%(최대 2%~최소 -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지역의 증가세는 금융, 산업재, 에너지 및 
전력 섹터가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LATAM의 경제권 중 멕시코, 페루에서 M&A 공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브라질의 M&A 활동은 보합,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는 감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아메리카 
당사는 2020년 상반기에 공시될 NA 지역의 딜 수가 전년 
대비 약 5%(최대 14%~최소 -2%) 증가하고, 주로 미국의 
딜메이킹 상승세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헬스케어, 
소재, 소비재 및 소매업 섹터가 이 지역의 M&A 공시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LATAM 
2020년 상반기 중간 예측: -4%

2020년 상반기 상한 예측: +2%

2020년 상반기 하한 예측: -9%

금융 짙은 초록 = 전년 대비 초기 단계 
M&A 활동 증가

노랑 = 전년 대비 초기 단계 
M&A 활동 유지

짙은 빨강 = 전년 대비 초기 단계 
M&A 활동 감소

NA  
2020년 상반기 중간 예측: +5%

2020년 상반기 상한 예측: +14%

2020년 상반기 하한 예측: -2%

짙은 초록 = 전년 대비 초기 
단계 M&A 활동 증가

노랑 = 전년 대비 초기 단계 
M&A 활동 유지

짙은 빨강= 전년 대비 초기 단계 
M&A 활동 감소

에너지 및 전력
산업재

소비재 및 소매업

헬스케어
TMT(기술/미디어/통신)

소재

소비재 및 소매업

헬스케어
소재

금융

부동산
에너지 및 전력

산업재
TMT(기술/미디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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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ESG와 M&A: 영향 및 여파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척도는 사회의 시각을 
의식하는 투자자들이 잠재적 투자를 선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회사 운영 기준입니다. ³

처음에, ESG 관련사항은 결산서와 비즈니스의 전반적 
성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졌습니다. ESG가 오랫동안 투자지표의 일부였던 
한편으로, 지난 몇 년간 장기존속 요인에 부여된 
주안점과 중요성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ESG 현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잠재적 인수 
및 이해당사자 상대와 관련하여 고려하고 있으며, 
사모투자 펀드들은 ESG 자질을 고려하여 잠재적 
투자대상을 가려낼 뿐만 아니라 이 분야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밀검토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기금 및 
국부펀드는 ESG 고려사항을 투자 기준의 일부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훨씬 더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기업들 또한 더 큰 책임을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계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자신의 ESG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으며, 그들 중 점점 더 많은 수가 책임감 있는 
글로벌 투자기준을 제시하는 6가지 원칙인 UN 
사회책임투자원칙(PRI)에 가입하고 있습니다.⁴

더욱 포괄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산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는 ESG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투자는 지난 2
년간 34% 증가해 2018년 초 현재 30조 달러 이상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⁵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강력한 ESG 
기준 고수는 당사자들이 자신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사모투자 펀드들은 ESG 자질을 혼잡한 
딜메이커 집단에서 돋보이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 똑같이 펀드 조성에 대한 압력을 받는 가운데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자들에게 자본에 
대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제안합니다. Intralinks는 
사회의 사각을 의식하는 LP들이 어떻게 기업가치와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위에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이것이 리스크 완화와 긍정적 수익 보장에 도움을 
주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⁶

정상적 비즈니스 과정에서 ESG 요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투자 및 M&A와 관련한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대상기업의 ESG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기업 M&A 전문가가 말합니다, “우리는 
투자하지 않는다.” 한 사모투자 관계자도 이 생각에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의 압력 
때문에 ESG와 관련해 흠잡을 데 없는 기업에 투자한다.”

두 전문가 모두 M&A 거래의 실사과정 동안 ESG 사안에 
대해 직접 수행하는 정밀검토가 현저히 증가했고, 
동시에 투자자들이 ESG 원칙 고수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조사한다 – ESG에 대한 관심이 금융계 전반에 
확산된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N 사회책임투자원칙(PRI)

• 원칙 1: 우리는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사안을 포함한다.

• 원칙 2: 우리는 능동적 소유자가 되고, 
우리의 소유 방침과 실무에 ESG 사안을 
포함한다.

• 원칙 3: 우리는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이 ESG 
사안에 대해 적절히 공개하도록 한다.

• 원칙 4: 우리는 투자 산업에서 이 원칙의 
수용 및 이행을 촉진한다.

• 원칙 5:  우리는 이 원칙의 실행에서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협력한다.

• 원칙 6: 우리는 이 원칙 실행에 대한 활동과 
진전에 대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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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ttps://www.investopedia.com/terms/e/environmental-social-and-governance-esg-criteria.asp

[4] https://www.unpri.org/

[5] http://www.gsi-alliance.org/

[6] https://www.intralinks.com/blog/2019/09/esg-can-give-private-equity-firms-competitive-advantage-among-socially-conscious
[7] https://www.unpri.org/investor-tools/esg-integration-in-the-americas-markets-practices-and-data-/3624.article 
[8] https://www.unpri.org/investor-tools/esg-integration-in-asia-pacific-markets-practices-and-data/4452.article 

[9] https://www.acuris.com/esg-rise-making-impact-ma?utm_campaign=10515098_IHS%20Markit%20Q1%20-%20ESG&utm_medium=email&utm_ source=read-full-
top&dm_i=1D5J,69DI2,6ZOEZ7,OOSAZ,1 

[10] https://www.unpri.org/academic-research/how-esg-investing-affects-financial-performance/548.article 또 https://www.corporateknights.com/reports/global-100/
global-100-difference-15481154/

자세한 정보 보기:

투자 과정에서 ESG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UN의 PRI가 
이 사실을 매우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지역별로 채택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EU는 ESG에 대해 자체 권고안을 발표했고 
특별 규제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ESG 
방식을 주도해온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많은 유럽 

안타깝게도, 현재 금융계의 인식은 강력한 ESG 기준 
고수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리스크 
완화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IHS Markit과 
Mergermarket의 최신 보고서, ESG on the Rise: Making 
an Impact in M&A⁹는 M&A 딜메이커 및 
펀드매니저들에게 ESG가 M&A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ESG를 고려하는 주요 이유로 비즈니스 
리스크와 잠재적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많은 응답자들의 공통적 견해가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근로기준, 인권 등 다양한 ESG 관련사항과 연결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ESG 실패의 주요 
원인을 사회적 시각을 의식하는 대중으로부터 비롯된 
비즈니스 리스크로 보는 한 미국 임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사회적 행동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는 
유명한 회사들이 그런 행동이 추구하는 다양한 ESG 
요인을 무시함으로써 쇠퇴하는 많은 사례를 보았다.” 

그렇긴 하지만, 응답자의 대다수는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M&A 의사결정에서 ESG 이슈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기업들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우리의 인식 속도가 변화하고 있고,  
“옳은 일을 하려는” 기업들이 더 오래 존속하고 더 높은 
리스크 조정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SG 요인은 더 이상 가벼운 이슈로 
일축되지 않을 것입니다.10

자세한 정보 보기:

intralinks.com/kr/insights-all

가능성 있는 대상기업의 ESG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기업 M&A 전문가가 
말합니다, “우리는 투자하지 않는다.

"
"

기업들이 강력한 ESG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투자 과정에서 ESG 주요 사안과 관련한 이슈에서 
뒤처져 있는 미국 역시 사실상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섹터의 미국 상장기업은 2011 
- 2016 기간 동안 ESG 공개점수가 높아졌습니다.⁷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는 ESG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지만, ESG 요인의 분석과 프로세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ESG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은 ESG 이슈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비교할 만한 ESG 데이터 및 일반적인 보고 기준의 
결여로 보고되고 있습니다.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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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평론
성(性) 다양성과 M&A 결과

이번 호 SS&C Intralinks Deal Flow Predictor를 위해, 
Marianne W. Lewis 박사와 Intralinks의 최신 연구 보고서,  
성 다양성과 M&A 결과:  여성 이사회원이 기업 딜메이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2월 18일 발간 
예정인 이 보고서는 20년에 걸친 16,700여 건의 M&A 거래를 
표본으로, 여성 이사회원이 기업 딜메이킹과 주가 실적, 
성장률, 이윤, 자본이익률, 주주가치 등 M&A 성공의 주요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근에 완료된 조사의  
분석결과를 논합니다.

Marianne Lewis는 University of Cincinnati, 
Carl H. Lindner 경영대학 경영학과의 10대 
학과장이자 교수입니다. 그 전에는 University 
of London의 Cass 경영대학원 학장과 영국 
풀브라이트 연구원을 역임했습니다. Lewis 
교수는 학자 경력 동안 수많은 교육 및 연구 
관련 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직체의 역설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인 그녀의 연구는 리더십과 
혁신에 관한 긴장감과 경쟁적 수요를 
탐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명한 역설 렌즈를 
전략, 제품개발, 조직변경, 지배구조, 기술 실행 
등의 다양한 맥락 전반에 적용합니다. 
Marianne Lewis의 논문, Exploring Paradox: 
Toward a More Comprehensive Guide는 2000
년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Harvard Business Review,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Organization Science,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Human 
Relations 등의 정상급 학술지에 실려있습니다.

Intralinks: 안녕하세요, Marianne. 성 다양성과 
M&A의 관계를 조사한 우리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해 대화하는 데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위한 연구를 런던 Cass 
경영대학원의 M&A Research Centre(MARC)
와 공동으로 수행했습니다. Cass의 최근 전직 
학장으로서, MARC가 M&A에 대한 이론과 사례 
연구에 대해 Cass의 평판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MARC에서 일한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 센터는 MARC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열성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커뮤니티의 소중한 
통찰력으로 정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결과가 승인되기 전에 
광범위하게 논의하는데요, 이 접근방식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타당성이 처음부터 확인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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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와 고위 임원직의 성 다양성이라는 
주제는 지난 몇 년간 점점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런가요? 경영학 
분야에 대한 박사님의 학술적 관심에서 볼 때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성 다양성은 학계에서도 비즈니스 
세계에서만큼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학계 
여러 분야에서 성 편견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제가 2015년에 Cass에 합류했을 때 상위 100개 
경영대학원 중에 단 8곳만이 여성이 
이끌었어요. 다수의 연구가 MBA 교육 평가, 
중역 MBA 고용에서 그리고 일부 분야의 교수진 
승진에서 성 편견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어요. 
고위직에 오르는 여성에 대한 “균열이 생긴 
파이프라인”은 산업계와 학계 모두에서 퍼지고 
있고 또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제게는 이것이 잠재적인 편견의 전형적 사례로 
보입니다. 시장 반응은 직관이나 체험, 즉 “경험 
법칙”의 영향을 받아요. 투자자들의 경험적 
지식에 바탕을 둔 시각은 빠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편견을 영속화할 수 있죠. 
하버드대학의 Iris Bohnet 교수는 저서 What 
Works: Gender Equality by Design에서 편견은 
우리 마음 속에 뿌리 깊게, 아주 깊숙이 
박혀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빠른, 때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또한 자기만족적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은 
세상이 돌아가야 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게 이 연구결과는 바로 그런 예를 
제시해요. 인식을 토대로 한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생각해보세요, 실제 결과에 기반한 
긍정적인 딜 실적과 비교해서요.

이 연구는 기업 이사회의 성별 구성도 
조사했습니다. 조사에서 여성 이사회원이 30% 
이상인 인수자의 거래 후 주가실적이 전원이 
남성인 이사회를 가진 인수자보다 대폭 
우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비 균형이 잘 
이루어진 인수자가 실행한 딜 유형은 리스크를 
피하려는 경향(더 적은 규모 딜, 더 적은 국경간 
거래, 더 높은 성장률 및 이윤)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박사님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성비 균형이 잘 이루어진 
리더십 구조가 어떻게 더 나은 의사결정과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다양성과 훌륭한 의사결정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챌린저호 참사 – 1986년, 
미국 우주왕복선의 이륙 직후 폭발 – 는 
다양성이 부족하고 기존 추정에 대한 의문이 
없을 때 “집단 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줬어요.  
이 일을 비롯해 뒤이은 많은 사례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테이블 주위의 다양성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의사결정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클수록 다양한 
의사결정자들의 가치도 커집니다. 경험, 역량, 

경험, 역량, 인구통계 – 성별, 
인종을 포함한 – 의 다양성은 
강력히 공유된 목적과 비평하고 
토론하려는 의지와 결합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

"
이번 보고서를 보면 몇몇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여성 CEO에 의한 
인수는 남성 CEO의 인수에 비해 투자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딜 후 단기적, 장기적 인수자 
주가 실적에서)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또한 매출증가율, 이윤, 
자산/주식 대비 수익률 등 회사실적에 대한 
내부지표를 볼 때, 인수 몇 년간 여성 CEO들이 
남성 CEO 인수자보다 현저히 더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딜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여성 CEO의 능력을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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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클릭하여 '성 다양성과 M&A 결과: 여성 
이사회원이 기업 딜메이킹에 미치는 영향'을 발간 
즉시 받아보세요.

인구통계 – 성별, 인종을 포함한 – 의 다양성은 
강력히 공유된 목적과 비평하고 토론하려는 
의지와 결합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규제기관, 기업들이 어떻게 
고위직과 경영진에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편견을 없애는 일은 매우 힘든 과정이고,  
저는 엄격한 규제와 강제적 쿼터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 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목표는 더 큰 투명성과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과도기를 겪으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있고 관행화된 일부 
편견을 없애고 있죠. 이것은 매우 중대한 
시작입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에 
대한 멘토링과 진정한 직접적 지원은 리더들이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데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정보 보기:
자세한 정보 보기:

www.intralinks.com/kr/insights-all

여 기  클 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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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 SS&C Intralinks Deal Flow Predictor 소개

가장 가까운 Intralinks에 연락하십시오:  
intralinks.com/kr/contact

Intralinks Deal Flow Predictor는 일정 기간의 전 세계 초기 단계 
M&A 활동에 대한 Intralinks의 전망을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자산 매각, 투자 회수, 사모투자, 금융, 자본 조달, 
합작 투자, 연합, 파트너십 등의 제안된 거래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기 위해 Intralinks 및 기타 공급자들을 통해 개설되거나, 
개설이 제안된 가상 데이터룸의 규모를 반영합니다. 이 통계에는 
Intralinks의 가상 데이터룸 시장 점유율 변동 또는 가상 데이터룸 
서비스 시장 수요의 변동에 따른 조정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통계는 시장 데이터 공급업체들이 보고한 딜의 규모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Intralinks가 특정 회계 기간에 대해 작성할 
수 있는 예측 수치가 해당 기간에 최종적으로 실현될 딜의 규모, 
또는 매출이나 M&A 딜 거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Intralinks Deal Flow Predictor에서 도출한 미래에 완료될 
거래 활동 수치는 실사 단계에서 완료 단계로 이행하는 거래의 추정 
비율에 기반합니다. 또한 공시된 M&A 딜과 관련하여 마켓 데이터 
공급사들이 제공하는 수치는 위의 거래 타입과 다른 딜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SS&C SS&C Intralinks Deal Flow Predictor의 예측성향을 
검증하기 위해, 당사는 SS&C SS&C Intralinks Deal Flow Predictor
의 근거 데이터를 Refinitiv가 사후에 보고한 거래물량 공시 
데이터와 비교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2분기 동안의 M&A 
거래물량을 예측하는 계량경제모형(선형회귀분석 측정에 적합한 
표준 통계 기법 이용)을 설계했습니다. 당사는 독립적인 통계 
컨설팅 및 데이터 과학 리서치 회사인 Analysis & Inference(“A&I”)
를 통해 이 모형을 진단, 복제, 평가했습니다. A&I의 분석에 따르면 
당사의 예측모델은 매우 높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SS&C SS&C Intralinks Deal Flow Predictor가 향후 Refinitiv가 
보도하는 공시 거래 데이터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6개월 
예측지표일 확률은 99.9% 이상입니다. 당사는 독립적인 

통계분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미래 M&A 활동 예측 
도구로서 SS&C SS&C Intralinks Deal Flow Predictor의 
유효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Intralinks Deal Flow Predictor는 오로지 참고 목적으로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Intralinks는 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적시성, 정확성 또는 완성도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Intralinks 또는 기타 제공사의 VDR 
플랫폼상에서 제한된 거래 타입에 대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제안된 실사 활동에 대한 Intralinks의 관찰과 주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이 보고서는 특정한 과거 또는 미래 
기간의 Intralinks 비즈니스 실적이나 운영 결과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투자 유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SS&C Intralinks 소개
SS&C Intralinks는 글로벌 뱅킹, 딜메이킹, 자본시장 커뮤니티에 
업계를 선도하는 금융 테크놀로지를 제공합니다. 가상 데이터룸
(VDR)의 선구자로서 SS&C Intralinks의 기술은 정보흐름을 
안전하게 통제하여 고객이 보다 완벽한 자신감을 갖고 보다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합병 및 인수, 
자본조달, 투자자 공표 등의 전략적 계획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SS&C Intralinks의 솔루션은 이러한 활동을 운영 
간소화, 리스크 감소, 고객경험 향상, 투명성 증대를 통해 
개선합니다. Fortune 1000 기업의 99% 이상이 SS&C Intralinks
를 신뢰하고 있으며, 34.7조 달러가 넘는 금융거래가 당사의 
플랫폼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intralinks.com/kr에서 확인하세요.

"SS&C Intralinks" 및 Intralinks 디자인 로고는 SS&C Intralinks,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본 보고서는 다른 기관의 
등록상표 상태에 대한 조회 없이 해당 상호 및 상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SS&C Intralinks Deal Flow Predictor는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SS&C Intralinks의 승인 없이 복제,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SS&C Intralinks Deal Flow Predictor 콘텐츠 사용을 위한 승인은 intralinks.com/kr/insights-all에 
문의하세요.

SS&C Intralinks Deal Flow Predictor에 자사의 M&A 딜 보고서 및 공개된 거래 데이터를 사용하게 허락한 Refinitiv
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2020 SS&C Intralink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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