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alinks AI 리댁션
검토, 확인, 리댁트 - 완료.
지능형 리댁션 툴로 데이터를 보호하세요.
문서 리댁션은 딜 준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식별정보(PII), 주요 계약조항, 고객명 및 기타 민감한

정보의 의도치 않은 유출은 귀사의 딜 및 평판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리댁션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수가 발생하기

문서들은 검토를 위해 대기행렬에 포함된 뒤, 승인이 되면
자동으로 원본 문서를 대체합니다. 딜이 진행됨에 따라
문서를 쉽게 다시 열어 리댁션 기준을 변경하거나 본래

형태로 되돌릴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버튼 클릭만으로
수행됩니다.

대부분 수동으로 작동하고 시간 및 비용을 많이 소모하며,

딜 데이터 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버전을 관리하는 일은 워크플로와 VDR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 이 모든 과정에 Intralinks의

쉽습니다. 독립적인 소프트웨어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문서의 여러
있습니다.

VDRProTM 의 Intralinks AI 리댁션 기능은 중요한 딜 문서를

VDRProTM의 AI 리댁션 기능은 워크플로를 간소화하고, 가장
진보된 AI 엔진을 이용합니다.

리댁트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더 빨리 실사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Intralinks 리댁션 엔진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름, 주소,

기타 개인식별정보 등의 보편적 데이터 항목을 식별합니다.
사용자는 맞춤 조건을 추가해 문서 전반에 대한 리댁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이 VDRProTM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AI 리댁션은 나를 대신해서
대부분의 일을 했다. 나는
단지 검토하고 확인만 하면
됐다.”
-- 직원, 상위 5대 M&A 자문사

intralinks.com/kr/contact

“Intralinks의 AI 리댁션은
선행작업의 대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50%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었다”

“Intralinks AI 리댁션은
매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다.”
-- 분석가, 상위 3대 투자은행

-- 직원, 상위 5대 M&A 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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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links AI 리댁션의 장점:
리스크 감소: 민감한 문서 정보를 의도치 않게

생산성 향상: 문서를 안전하게 승인 및 공유, 필요에

통제력 회복: VDRProTM로 통합하여 문서 선택,

컴플라이언스 보장: 문서가 데이터룸에 게시되기

시간 절약: AI를 통한 유리한 출발로 수작업

보안 강화: 문서 검토 프로세스를 VDRProTM에서

공유할 가능성 예방

따라 리댁트 이전 버전으로 쉽게 복구

전에 검토 및 승인 대기

검토, 승인에 대한 통제력 확보

검토를 시간 낭비, 아웃소싱 비용 감소

중앙집중화하여 워크플로 내 공백 제거

AI 지원 리댁션 프로세스
AI가 발견한 데이터 검토, 검색
기능 또는 수동 교정을
사용하여

스캔된 PDF를 AI가 작업

문서 추가

리댁션 영역에 문서 및 폴더
추가

AI 스캐닝

문서 검토

PII 데이터 자동 탐지(날짜,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기타
식별자)

필요한 경우, 원본
문서로 복구

리댁트 및 교체

새 문서 게시

표시된 모든 데이터 항목을
버튼을 눌러 리댁트

자세한 정보 문의: intralinks.com/kr/contact/sales

intralinks.com/kr/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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