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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 기계번역(NMT)과 콘텐츠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비즈니스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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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기계번역

언어 장벽으로 인한 잘못된 커뮤니케이션과 오해로 
비즈니스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시장에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  언어 장벽으로 인해 글로벌 직원의 생산성 저하

•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다국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신 번역하는 데 시간 소요

•  전 세계 고객에게 한 언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솔루션은 느리고, 

어렵고, 불확실함

https://www.rws.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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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중요성 증대

의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맞춤형 
환경을 조성할 의향이 있습니다183%

고객 참여가 디지털화되면서 콘텐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출판물과 웹 

등 기존 채널과 챗봇과 가상 도우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채널까지 다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맞춤화된 정보를 원하는 고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늘날 콘텐츠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양과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인공신경망 기계번역(NMT)의 진화로 기계번역(MT) 가독성이 증가하면서 MT는 더 빠르게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려는 기업들이 최종적 기술로 또는 지원 기술로 이용하는 가치 있는 

툴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콘텐츠 적용 측면에서 기계번역은 글로벌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번역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자동화하고 사람의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공급망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기업에 측정 가능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accenture.com

차세대 기계번역

https://www.rws.com/kr
https://www.accenture.com/_acnmedia/PDF-77/Accenture-Pulse-Surve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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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기회와 수익 성과를 견인하는 인사이트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디지털 글로벌 경제는 수많은 이메일, 채팅, 문서, 웹 페이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매일 주고 받으며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사용합니다. 이 콘텐츠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 기회를 파악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확보하며, 보다 나은 수익 성과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경우 자동 번역을 통한 이해 이상의 것, 즉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최첨단 번역이 포함된 엔터프라이즈 기계번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더 신속하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인사이트는 효율성과 시간 절감 효과를 주는 동시에, 분야별 자동 이해를 제공하여 

각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준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2페이지든 200페이지든 간에 문서 전체를 읽은 다음, 읽은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이 찾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관련 정보를 추출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즉시 수행할 수 있어 작업을 더 쉽고 빠르게 수행하며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수익 비용 절감더 많은 고객 비즈니스 위험 감소 보다 나은 수익 성과

https://www.rws.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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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과제

특히, 텍스트 데이터가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수백만 
페이지를 수동으로 검토, 정렬 및 추출하는 작업은 속도가 
느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많은 수작업을 요구합니다.

결과

 매일 더 많은 업무 수행

 자동화 대 수동 콘텐츠 리뷰

 번역이 아닌 데이터 분석에 집중

솔루션

NMT와 콘텐츠 인사이트는 즉각적으로 번역하여 관련 
정보를 식별하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렬하여 즉각적인 
이해를 촉진합니다.

데이터 분석가

기계번역과 콘텐츠 인사이트는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https://www.rws.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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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과제

20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긴급하게 번역해야 하지만, PM은  
먼저 문서의 주제와 복잡성을 파악하여 최상의 자격을 
갖춘 번역 인력을 할당해야 합니다.

결과

최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품질 개선

 고객 중심 작업에 더 많은 시간 할애

 즉각적인 이해로 처리 시간 향상

솔루션

NMT와 콘텐츠 인사이트는 문서가 영어나 다른 언어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자동으로 주제를 번역하고 요약하여 
할당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젝트 매니저

기계번역과 콘텐츠 인사이트는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https://www.rws.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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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과제

고객의 이메일과 데이터베이스 기록이 지원 담당자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이해할 수 없다면 고객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결과

더 빠르고 뛰어난 서비스

고객 만족도 향상

 보다 효과적인 지원 리소스 사용

솔루션

NMT와 콘텐츠 인사이트는 이메일 및 데이터베이스 
기록에 대한 즉각적인 번역을 제공하여 담당자가 고객의 
문제를 빠르고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 지원

기계번역과 콘텐츠 인사이트는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https://www.rws.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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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NMT 및 언어 전문 AI
증가하는 텍스트 양을 실시간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
워크플로와 솔루션에  

보다 적합한 유연한 구축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올바른 솔루션 제공의 중요성

https://www.rws.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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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엔터프라이즈 기계번역의 가치

RWS의 제품은 지난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RWS의 R&D 그룹이 개발한 머신 러닝 및 인공 

지능 혁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RWS는 현재 사용되는 세 가지 모든 MT 방법론, 즉 통계 기반, 

적응형 및 인공신경망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RWS의 제품은 모든 유형의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장 가능한 번역과 콘텐츠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문서

•	 채팅

•	 이메일

•	 보고서

•	 프레젠테이션

•	 동영상

•	 오디오

•	 기사

•	 웹사이트

RWS는 번역과 인사이트의 결합을 통한 독보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조직이 자체 콘텐츠 및 언어 기술 투자를 
통해 더 높은 ROI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ttps://www.rws.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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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기계번역

랭귀지 위버®는 RWS 언어 전문 AITM와 NMT 백본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조직이 다국어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도달하도록 지원

•	 다국어 전자 증거 개시의 복잡성 해소 및 비용 절감

•	 분석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언어 장벽 극복

•	 원활한 다국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지원

랭귀지 위버 제품에는 온프레미스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용 랭귀지 위버® 에지와 

클라우드 기반(SaaS) 환경을 선호하는 사용자를 위한 랭귀지 위버®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은 고유한 에지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기계번역을 구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에지

에지 클라우드

https://www.rws.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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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기계번역

기업의 도전 과제

글로벌 콘텐츠에서 더욱  
빠르게 인사이트 확보

높은 생산성 유지

비용 추가 없는 확장

유연한 구축 옵션 보유

적절한 품질 달성

데이터 보안 유지

https://www.rws.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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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기계번역

RWS의 기계번역:

인공 지능(AI)을 통해 더욱 스마트한 업무 수행 

RWS 언어 전문 AITM는 기존 NMT 기능에 인텔리전스를 강화하여 

콘텐츠 인사이트와 같은 새로운 역량을 만듭니다.

품질과 광범위성

NMT 2.0을 통한 최첨단 언어 지원은 136개 이상의 기본 

인공신경망 언어 쌍과 및 공급망 설정을 통해 사용 가능한 수천  

개의 언어를 제공합니다. 

생산성 및 통합 

MT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 워크플로에 통합되어 

비즈니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완전한 구축 유연성 

고유한 에지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컨테이너화(Kubrnetes) 및 OEM을 

비롯한 모든 구축 요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안 내재화 설계 

규제 산업 및 정부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구축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실시간 적응성, 셀프서비스 적응성 및 전문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https://www.rws.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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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기계번역

MT로 ROI를 높이는 다섯 가지 주요 방법

다음 페이지에는 번역이 자동화되어 전문 인력의 검토가 거의 또는 아예 
필요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콘텐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다섯 가지 일반적인 MT 활용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 효율적인 정보 분류

2. 즉각적인 협업 및 이해

3. 고객 참여 증가

4. 더 나은 고객 서비스

5. 번역 생산성 증가

https://www.rws.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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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기계번역

1. 효율적인 정보 분류

랭귀지 위버 콘텐츠 인사이트는 

외국어 텍스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체계화하여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MT는 특히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영역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각기 다른 시장에서 고객 

정서를 조사하거나 전자 증거 

개시를 위한 다국어 데이터를 

분석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랭귀지 위버(구 SDL 기계번역)은 
2019년 AI Breakthrough 

Award에서 RWS 언어 전문 

AITM 활용을 인정받았습니다.

2. 즉각적인 협업 및 이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글로벌 조직에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MT는 

분산된 팀 간 교환되는 상당한 

양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언어 장벽과 병목 

현상을 제거합니다.

미국 및 한국 육군은 브라우저 

기반의 채팅 클라이언트에서 

랭귀지 위버를 사용한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한반도의 

침략을 저지하고 평화를 

유지합니다.  

– 사례 연구

3. 고객 참여 증가

Common Sense Advisory2

에 따르면 고객의 75%는 

자국어로 되어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며 60%가 영어로 된 

웹사이트에서는 거의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eBay 및 기타 전자상거래 포털의 

성공은 소매 웹사이트와 수백만 

개의 제품 목록을 다국어로 

제공하기 위해 MT를 활용하는 

것에 큰 상업적 가치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Best Buy Canada는 MT를 

사용하여 일반 콘텐츠의 90%를 

번역하여 1년 동안 60,000달러 

이상을 절약했습니다.  

– 사례 연구

[2] csa-research.com

4.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오늘날 글로벌 소비자는 구매 

여정 안내나 구매 후 제품 문제 

지원 시 실시간 고객 서비스를 

받길 기대합니다. 최적화되고 

맞춤화된 MT 솔루션이 있으면 

외국어를 하지 못하는 지원 

담당 직원도 다른 언어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으며 셀프 

서비스를 위한 대량의 기술 자료 

콘텐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중 74%가 AS 환경이 

원하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브랜드에서 다시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합니다.  

– Common Sense Advisory2

[2] csa-research.com

5. 번역 생산성 증가

기계번역은 내부 번역 부서 또는 

번역 서비스 제공업체의 역량과 

생산성을 향상하여 번역 비용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MT 엔진은 

용어집을 학습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계번역 품질을 개선하므로 

번역된 콘텐츠를 사람이 다듬어야 

하는 포스트에디팅과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RS Components는 MT 

솔루션을 구현하여 새 제품에 

대한 콘텐츠를 더욱 빠르고 

절감된 비용으로 12개 언어로 

번역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https://www.rws.com/kr
https://www.rws.com/kr/translation/language-weaver/resources/us-army-in-korea-uses-sdl-machine-translation/
https://www.rws.com/kr/translation/language-weaver/resources/best-buy-canada/
https://csa-research.com/More/Featured-Content/Global-Growth/CRWB-Series/CRWB-B2C
https://csa-research.com/More/Featured-Content/Global-Growth/CRWB-Series/CRWB-B2C
https://www.rws.com/kr/about/news/2020/rs-components-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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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귀지 위버를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글로벌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통해 보다 나은 의사 결정 가능

여러 언어로 참여

데이터 보안 유지 및 보호

글로벌 고객 서비스

전 세계적 비즈니스 협업 온라인 활동 증가

보다 빠른 처리 시간

https://www.rws.com/kr


차세대 기계번역  

RWS의 언어 및 콘텐츠 관리 솔루션

언어 서비스 

번역, 테스트, 현지화된 미디어 제작, 컨설팅을 비롯한 고품질의 언어 서비스를 규모에 상관없이 

제공합니다.

번역 관리 기술

자동화된 워크플로, 기계번역, 용어집 데이터베이스, 번역 메모리, 외부 비즈니스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기계번역 및 번역 생산성 툴

자동 번역에 사람의 손길을 더해 번역가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번역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웹 콘텐츠 및 경험 관리 솔루션

웹 콘텐츠 관리, 디지털 미디어 관리, 타겟팅, 테스팅, 개인화, 로컬라이제이션을 조합하여 채널 

전반에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제품 정보 및 기술 콘텐츠 관리 솔루션

기술 문서와 셀프서비스 지원을 위한 고품질의 구조화된 콘텐츠를 제작, 관리 및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rws.com/kr/mt

machine-translation-brochure-rws-ko-a4-180521

RWS 회사 소개

RWS Holdings plc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지원 언어, 콘텐츠 관리 및 지적 재산권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기업의 콘텐츠 규모에 맞게 정보를 전달하고 콘텐츠의 철저한 보안과 사업 전략을 실현하도록 도움으로써 전 세계의 글로벌 고객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도와드립니다.

RWS의 비전은 글로벌 조직의 통합된 지성, 심층적인 전문 지식 및 스마트 기술을 통해 기업이 언어, 콘텐츠 및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며 겪는 도전과제를 해결하여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WS는 전 세계 100대 브랜드 중 90개, 10대 제약 회사 및 세계 20대 특허 출원자의 절반 이상의 기업의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RWS의 고객 기반은 유럽, 아시아 태평양, 북남미의 기술, 제약, 의료, 법률, 화학, 자동차, 정부 및 통신 분야에 걸쳐 있으며, 
5개 대륙에 지사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58년에 설립된 RWS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런던증권거래소 규제 시장(RWS.L)인 AIM에 공개 상장된 기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ws.com/kr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ll Rights Reserved.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RWS 그룹*의 기밀 정보 및 소유권 정보로 간주됩니다. 
*RWS 그룹은 RWS Holdings PLC(계열사, 자회사 및 그 대리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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