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DL, 모든 사용자가 
컨텐츠에 맞춰 기계 
번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일반 기계 번역 모델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항상 

성장의 여지는 있는 법입니다.

기존 기계 번역의 맞춤화 

방식은 주요 방법 측면에서 

부족했습니다.

SDL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응형 인공신경망 언어 쌍

사용자가 표준 언어 쌍을 

독자적인 컨텐츠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표준 인공신경망 언어 쌍 

전문가가 개발하였으며, 약 

100개의 언어 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완벽하게 통합된 학습 및 

배포 환경

기계 번역을 위한 완벽한 
SDL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보안

데이터를 항상 통제할 수 

있으며 누구와도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자체적인 환경에서 

학습시키고 필요한 곳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품질을 더욱 향상하는 
방법 

이점 하나: 

전문가가 개발하고 테스트한 100개 이상의 

표준 신경망 언어 쌍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둘:

사전 및 텀베이스와 표준 신경망 언어 쌍을 

결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점 셋:

SDL의 최신 혁신인 적응형 언어 쌍을 활용하고 

자체 컨텐츠를 사용하여 자체 방화벽 내에서 

맞춤형 LP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개발자 환경

오픈 소스

클라우드 기반

지원 안 함

클라우드 기반

맞춤형 개발

고유한 요구 사항 충족

외부 전문성 활용 

프로세스 통제

사전

직접 관리 가능

고유한 용어집 적용

유지관리 필요

기계 번역이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2016
SMT

2017
NMT 1.0

2018
NMT 2.0

+25%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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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 기계 번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sdl.com/kr/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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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응성이 적용된 경우 SDL에서 관찰한 품질 향상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정도는 보장되지 않으며 다양한 추가 요인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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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시나요? 상위 글로벌 기업들이 왜 SDL을 사용하는지 sdl.com/kr에서 확인하거나 Facebook, Blog, Twi�er, sdltrados.com/kr, 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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