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어 콘텐츠 간소화 및 웹 방문자 만족도 개선

효과적인 웹사이트는 조직 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다중 애플리케이션, 다중 작성자 콘텐츠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다국어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오늘날의 글로벌 기업에게는 그러한 복잡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Sitecore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itecore용 Lionbridge 
커넥터는 다국어 콘텐츠 관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Sitecore용 Lionbridge



다국어 콘텐츠 관리 최적화

업계에서 가장 많은 Sitecore 사이트가 Lionbridge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Sitecore용 
Lionbridge를 선택하고 다국어 웹을 마스터하십시오.

• 단일 소스 게시 기능 사용: 디지털 채널에서 동일한 소스 콘텐츠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본 콘텐츠를 한 번 편집한 다음, 번역 이전에 콘텐츠를 재활용하여 
업데이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단순성 규칙: 번역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시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선택하고 원하는 출력 언어를 지정한 다음 "번역"을 클릭하면 Lionbridge의 새 프로젝트 
생성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매일 시간 절약: 복사, 붙여넣기 등 지루한 작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자동화된 
다국어 콘텐츠 관리는 바쁜 직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더 많은 시장에서 관련성 확대

Sitecore용 Lionbridge 커넥터를 사용하면 친숙한 Sitecore 환경에서 다국어 콘텐츠를 
쉽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Lionbridge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플러그인은 민첩한 
콘텐츠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업계 최고의 기술로 보다 빠른 번역을 제공합니다. 또, 특별한 IT 
지원이나 교육 없이도 쉽고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Lionbridge Connector는 Sitecore와 Lionbridge의 번역 기술 사이에 콘텐츠 전송을 
자동화하므로 더 빠르고 쉽게 다국어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앙 언어로 
사이트를 관리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 모든 콘텐츠를 즉시 내보내고 다시 가져올 수 있어 
다국어 사이트가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단일 커넥터, 무한한 연결성

당사의 자동화된 커넥터는 기술 
스택과 함께 사용되며 폭 넓은 
Lionbridge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다국어 웹사이트 최적화

• 다국어 디지털 캠페인

• 시각 적응

솔루션의 특징

• 완벽한 글로벌 콘텐츠 공급망 
제공

• 통제된 워크플로우를 통해 번역 
프로젝트 간소화 및 능률화

• 여러 언어 사이트를 최신 
상태로 일관되게 유지

• 로컬라이제이션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 현지 시장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 강화

시작하기

지금 바로 문의하여 전문가와 
상담하고 Lionbridge가 글로벌 
제품 및 서비스의 채택, 유용성 및 
성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LIONBRIDGE.COM

Lionbridge는 Sitecore Platinum 
Technology Partner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Sitecore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글로벌 마케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면 과제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콘텐츠 증가

대량의 번역되지 않은  
콘텐츠 업무

주요 시장을 위한  
콘텐츠 격차 

멀티미디어 및 대화형  
콘텐츠를 포함한  
콘텐츠 복잡성 증가

속도, 품질 및 비용  
간의 균형 유지

https://www.lionbridge.com/k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