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번역
및 콘텐츠 개발

세계 시장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오늘날 기업의 경영진은 다국적 팀과 전략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고유한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제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콘텐츠가 도달하는 시장과 사용자의 범위가 커짐에 따라 조직은 다양한 언어와 방언을
비롯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뉘앙스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Lionbridge 의 문서화 및 교육 번역 서비스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설계하고, 다양한 언어권의 고객을 위해 콘텐츠 전문가와 협력하여 기존 콘텐츠를

번역하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이미 그 우수성이 입증된 당사의 번역 전문가들은 다양한
플랫폼에 걸쳐 문화적으로 적합한 자료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숙련된 실력자들입니다.

업계가 인정하는 경험의 깊이
•
•
•
•
•

교육 아웃소싱 산업 분야 13년 연속
상위 20대 기업 선정

26개 국가에서 종합 서비스 솔루션
센터 운영

6천 명 이상의 직원과 전문 번역가로
구성된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링 팀

독자적인 세 가지 접근법과 가격대를
갖춘 신속한 비디오 번역 서비스

Globalization-at-Source™
Lionbridge의 교육 설계자는 전 세계 고객을 고려하며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당사의
Globalization-at-Source 방법론은 원어 자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해당 콘텐츠가 전 세계에
배포될 것에 맞춰 작성되도록 하여 다양한 문화와 언어권에 걸쳐 본래의 정보와 강의 의도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트랜스크리에이션 방법론은 콘텐츠 개발과 번역 프로세스를
통합함으로써 다국어 콘텐츠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교육 조직들이 앞다퉈 콘텐츠를 비디오 형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동시에
우수한 품질의 번역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비디오 번역을 위한 Lionbridge의 세
가지 원칙에 따르면 현지 직원 및 고객과 빠르게 소통하고 비디오 번역 비용을 9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Lionbridge 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Lionbridge는 고객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확장성과 경험을 갖추었습니다.

•
•
•

다양한 시간대와 언어, 문화에 걸쳐 복잡한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해 온 풍부한 경험과 수백
명의 전문 인력
유능한 언어 전문가, 번역 관리자, 분야별 전문가가 현지인의 눈높이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글로벌 실행 효율화

현지의 제품 관리와 해외의 콘텐츠 개발을 혼합한 프로덕션 모델로 경쟁사 대비 상당한 비용 절감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고객의 기존 콘텐츠 개발 툴 및 프로세스와 완벽하게 통합

Lionbridge의 지원 방식

고객이 추구하는 글로벌 교육을 달성할 수 있도록 Lionbridge가 어떻게 도와 왔는지 소개합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솔루션
분야의 선도 기업
체계적인 확장형 교육 개발
프로세스로 95편 이상의
e러닝 프로그램 완성
및 100% 적시 납품

다국적 대기업
19개 언어로 e러닝 과정 번역

콘텐츠 번역

10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 지원, XML
전문 지식, 재사용 가능한 학습 객체, 자기
주도형 인증 프로그램과 학습 관리 시스템
콘텐츠 작성

신속한 비디오 번역

•

전문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팀

기업 학습 솔루션 제공업체
교육 과정 통합 개발 및
번역으로 프로젝트 완료
시간 35% 단축

다국적 서비스 기업
보이스오버,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가이드가 제공되는
브라우저 기반의 제품 데모 개발

최고의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사
소프트웨어, 매뉴얼, 패키징을
20개 언어로 원활하게 동시
작성하고 로컬라이제이션하면서
30%까지 비용 절감

기술 작성 및 일러스트레이션, 교육 설계,
커리큘럼 개발, 시각 및 정보 설계,
증강 현실 응용
콘텐츠 개선

보이스오버, 애니메이션, 신속한 비디오
번역, 표준 준수, 새로운 기능 모듈 및 버전,
플랫폼 개발
콘텐츠 전환

대화형 ILT 형식, XML PDF, 모든 형식의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콘텐츠 호스팅

Lionbridge가 관리하는 맞춤화된 학습
플랫폼으로 교육 과정,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 정기적인 사용자 활동 보고 호스팅

시작하기

지금 바로 문의하여 전문가와 상담하
고 Lionbridge가 어떻게 글로벌 제품
및 서비스의 채택률, 유용성 및 성공률
을 높이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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