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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막 번역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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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력톤앤매너

다국어 번역신속한작업

플리토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과 전문 번역가로 구성된 영상 자막

크리에이터로서 현지의 문화, 현지인의 정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자막을 제작합니다.

* 번역분야및작업내용에따라작업시간은변경될수있음

** 급행처리시별도급행료가부과될수있음

영상 10분기준 1개언어처리시 5~6시간소요

영상의 분위기와 느낌을 살린 말투와

단어로 번역

영상 흐름에 맞게 센스있는 신조어/축약어/

유행어 선택

글로벌 24개언어지원

타업체대비앞선가격경쟁력및

가격할인옵션제공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속도와 대량 데이터 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 자막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체코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터키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힌디어

플리토 영상자막 번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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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토 영상자막 번역 기술력

• 타임코드 및 영상 자막

딕테이션(dictation) 전문 인적 자원

타임코드 및

딕테이션

• 고객 맞춤형 영상 자막 전문 품질관리팀

번역

품질관리

• 영상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 후 타임 코드 및 자막 추출

인공지능 기반

전용 플랫폼

검증된 번역가, 숙련된 엔지니어와 품질관리자가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연동하는 자막 번역 전용 플랫폼에서 서로 협업하여 고품질 영상 자막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2년부터 집단지성 기반 번역 및 전문 번역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플리토는 축적된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선

영상 자막 번역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 영상 자막 번역 전용 플랫폼 운영 • 자체 타임코드 및 딕테이션 작업

플랫폼 보유

• 타임코드 및 딕테이션 작업

프로세스 구축

• 자막/번역 품질 QA 전문 인력

• 자막 번역 스타일가이드 개발

• 자막/번역 품질관리 프로세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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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브랜드및영상맞춤형번역톤앤매너유지

영상의 맥락과 분위기에 맞는 어조로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여 번역합니다. 번역 언어의 특성과

현지 문화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알맞은 신조어/축약어/유행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이름, 회사명등고유명사의다국어표기안내

번역언어및대상국가의현지문화, 언어특성, 

현지트렌드를반영한알맞은 고유명사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물론고객이원하는다국어 표기가

있으면이를준수하여영상자막번역을수행합니다.

1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플리토 Flitto 翻易通 フリット Флитто

한국어 영어

헐 나 영알못임. Gosh, I know nada ‘bout English.

라면 먹고 갈래요? Wanna Neflix and chill?

우리 애긔랑 놀러 왔지잉. I’m on a date with ma bae.

JMT It’s f*cking damn good.

안물안궁 I don’t give a sh*t.

* 한국어회사명의다국어표기예

2

번역언어의현지문화, 언어특성및최신트렌드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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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Wanna Neflix and chill?

라면 먹고 갈래요?

• 영어

• 한국어

I’m on a date with ma bae.

우리 애긔랑 놀러 왔지잉.

• 영어

번역언어의현지문화, 언어특성및최신트렌드반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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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할 YouTube 링크

또는동영상전달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영상 자막 번역이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작업 진척도 및

품질 수준을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해진 납품 일정을 준수하고, 

높은 품질 수준을 유지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동영상 분석

타임코드 및

딕테이션

자막 다국어 번역자막 납품

고객

영상 자막 번역 작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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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코드, 딕테이션, 다국어번역까지

3단계작업모두진행해야합니다.

작업 구분
영상 미디어 파일 또는

YouTube 영상 링크만 전달
영상+스크립트
(타임코드 없음)

SRT 파일
(타임코드 포함)

타임코드 ○ ○ ×

딕테이션 ○ × ×

다국어 번역 ○ ○ ○

딕테이션은실시하지않고, 타임코드및

다국어번역만진행하면됩니다.

다국어번역만진행하므로타임코드및

딕테이션비용을절감할수있습니다.

영상자막번역작업구분

고객의요청상황에따른영상자막번역작업구분

영상만있는경우
영상 + 타임코드없는

스크립트문서가있는경우

영상 + SRT 등타임코드있는

자막파일이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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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그래픽으로구현된자막도

CC 자막으로처리해드립니다

YouTube 영상의제목및설명문구까지

번역해드립니다.

영상자막번역부가서비스

설명문구의경우 200자(공백제외)까지

번역해드리고, 초과시초과된글자당추가

비용이발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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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엔터테인먼트

납품

한국어 ► 6개 언어로 영상 자막 제작 및

다국어 번역

Translation

YouTube 채널: 월간 윤종신

(구독자 14K+) 영상 자막 번역

바로가기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영상자막번역주요수행프로젝트 1

https://youtu.be/L31yos4wz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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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바로가기

영상자막번역주요수행프로젝트 2

분야

엔터테인먼트

납품

한국어 ► 6개 언어로 영상 자막 제작 및

다국어 번역

Translation

YouTube 채널: 떵개떵

(구독자 3M+) 영상 자막 번역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https://youtu.be/PCPRjMW7T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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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요구 사항

1. 영상 소개

2. 영상 파일 또는 링크

3. 영상 개수

4. 번역 언어

1. 납품 일시

2. 납품 방법 또는 납품 파일 형식

3. 번역 관련 요구사항

영상 자막 번역 의뢰 요청

(예: 번역 어조 또는 용어)

영상 자막 번역을 플리토에 의뢰하시려면 영상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요구사항을 플리토에 가능한대로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정확한 견적 산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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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막 번역 이용에 대한 문의는

translation@lionice.co.jp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