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섹터를 지원하는 DealCentre

에너지 딜은 복잡하며, 딜메이킹 프로세스를 지연시킬 수 있는 자원집약적 공개정보가 수반됩니다. 정교한 CAD 파일, 

대용량의 유정코어 로그파일, 지진파 데이터, 상세한 생산시설 지도 등의 문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내부팀과 당사자들이 

딜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M&A 거래를 진행한 2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Intralinks는 딜 관리를 위한 독보적인 인사이트와 전문지식을 

제공합니다. Intralinks 모델의 핵심인 주제별 전문가팀은 최근의 가장 크고 복잡한 다수의 에너지 딜을 지원해 왔습니다.

자산 A&D, 구조조정, 프로젝트 파이낸스, M&A, 자본조달을 지원하는 Intralinks의 역량은 태양광, 풍력에 집중하는 

재생에너지에서 석유 및 가스, 원자력, 에너지장비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에너지 섹터에 걸쳐 있습니다.  

1조 3,750억

Hyundai Oilbank Co. Ltd., Intralinks를 
이용하여 Saudi Arabian Oil Co.에 매각 완료. 

거래금액 KRW 1조 3,750억 
(USD 12억 3,100만).

2019년 12월

ARS 212억 
5,000만

Schlumberger Ltd., Intralinks를 이용하여 
투자자 그룹에 SPM Argentina SA 매각. 

발표금액 ARS 212억 5,000만 
(USD 3억 5,500만).

2020년 1월

€ 4억 250만

Nordex SE, Intralinks를 이용하여 RWE AG.에 
매각 완료. 거래금액(현금) EUR 4억 250만

(USD 4억 7,680만 2천).

2020년 11월

US $11억

NiSource Inc., Intralinks를 이용하여 
Eversource Energy에 Columbia Gas of 

Massachusetts Inc. 매각. 추산액  
USD 11억(현금).

2020년 10월

빠르게 진행되는 딜메이킹은 에너지 섹터에 대한 심층적 전문지식과 특별히 설계된 
테크놀로지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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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links의 에너지 전담팀이 딜이 완료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지원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진보된 VDR을 갖춘 Intralinks 플랫폼의 독특한 기능은 다음과 같은 에너지 섹터 
거래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 특정 딜팀 – 업계 동향 및 
모범사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고객의 딜팀에 합류. 에너지 분야 실사에 
특별한 인사이트를 갖춘 에너지 집중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가 M&A 인덱스 템플릿을 
포함하여 24시간 365일 지원. 

IRM/UNshareTM - 주의를 요하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인수자가 문서를 다운로드한 후에도 
회수할 수 있는 기능 보유. 

CAD 즉시 열람 – 복잡한 시설지도, 엔지니어링 
및 설계 파일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주요 기록, 
지진파 데이터, 조사/지도 등의 에너지 파일을 
지원하여 실사를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수행. 

Zoom 통합을 위한 동영상 지원 - 시설 방문, 관리 
프레젠테이션 등의 동영상을 데이터룸 내에서 몇 
초 만에 VDR에 원활하게 업로드. Zoom과 통합된 
유일한 VDR을 통해 자산 평가 및 조사 프로세스 
진행. 

통합 리댁션 – PII, 딜 관련 문서 내의 민감한 
콘텐츠를 데이터룸 내에서 쉽게 리댁트하여 
시간 절약 및 리스크 감소.   

딜 라이프사이클의 처음부터 끝까지 SS&C Intralinks 솔루션을 활용하여 프로세스 속도를 높이고 
중단을 최소화하세요.

Intralinks의 AI 지원 플랫폼으로 
실사를 더 신속히 수행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에서 
실사 준비 및 실행, 딜을 더 
빠르게 마무리

상대 당사자 지원 자동화, 
관심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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