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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에 정통한 SDL 전문 서비스

컨텐츠 관리와 언어 전문성 부문에서 

25년의 경험을 보유한 SDL 글로벌 

전문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은 

비즈니스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SDL은 사람, 과정 및 기술을 결합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치와 성과를 

창출합니다.

SDL 글로벌 전문 서비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SDL 글로벌 전문 서비스 팀은 비용 효율적이며 신속한 
서비스를 통해 SDL의 기술과 클라우드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당사는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에서 조직이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고 진화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제품 사용의 매 단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전 세계 및 현지에 있는 조직과 파트너 네트워크에서 SDL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DL 전문 서비스 제품 및 서비스

새 솔루션 구현

• Pilot – 기능 검증을 위한 소규모 초기 구현.

• Stand and Go – 핵심 기능을 탐색할 수 있는 초보자 대상 시스템 구축 지원.

• Big Bang – 완전한 전체 구현.

• As-is and To-Be Mapping – 향후 구현을 위한 현재 시스템, 프로세스 및 변경 
사항 매핑.

일상적인 비즈니스(BAU) 및 신규 이니셔티브

•  신규 사용자를 위한 온보딩 및 도입.

• 신규 워크플로우, 기능 및 통합 도입.

• 컨설팅, 솔루션 설계 및 제공 서비스.

솔루션 유지 관리

•  SDL 기술 및 통합 시스템 업그레이드.

• 맞춤 구성 유지 관리.

• 매니지드 서비스.

프리미엄 참여 모델

•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위한 사전 정의된 서비스 패키지.

• 지원, 계획, 서비스 패키지 및 교육에 대한 연간 구독.

고객 및 파트너 교육

•  입문 및 고급 학습.

• 강의실 교육 및 자습형 e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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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참여 모델

SDL의 글로벌 전문 서비스 팀은 새로운 이니셔티브, 운영상 구축, 사전 정의된 

서비스 패키지를 통한 SDL 솔루션 및 기술의 반복적인 개선뿐 아니라 연간 구독에 

이르는 모든 서비스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전 정의된 서비스 패키지

SDL 사전 정의된 서비스 패키지는 초보자 대상 시스템의 구현(Stand and Go), 최신 

SDL 기술 또는 SDL 클라우드 업그레이드를 위한 로드맵, 현재 환경에 대한 상태 

확인 등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패키지는 명확한 범위와 산출물, 가격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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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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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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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세일즈와의 개념 증명 공유
Stand and Go

Stand an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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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 TMS

SDL Tridion Sites

SDL WorldServer

SDL Tridion Docs

SDL Translation Management

SDL Trados GroupShare

SDL Enterprise Translation Server

SDL Secure Translation  
Supply Chain

SDL Multilingual Submission 
Management

서비스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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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구독

연간 구독 플랜은 모든 기술 역량을 지닌 리소스 팀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SDL 솔루션을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SDL 전문 서비스 지역 구독 플랜은 할당 및 소비할 수 있는 연간 리소스 시간이 
포함된 패키지로, 분기별로 증가된 시간이 소비됩니다. 지원, 계획, 서비스 패키지 
및 교육에 해당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L 지역 전문 서비스의 연간 구독

고객 및 파트너 교육

우수한 교육은 기술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합니다. 전략에서부터 
구현 설계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 SDL이 함께 
합니다. SDL 글로벌 교육 서비스는 모든 고객 그룹 및 파트너를 대상으로 다양한 
범위의 교육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의실 수업과 자습형 e러닝 강좌를 통해 초급 및 고급 교육이 제공됩니다. SDL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전문가 및 번역가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SDL 교육 팀은 귀사의 직원이 자신감을 갖고 빠르게 제품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설치에서 업그레이드까지, 모범 사례에서 매일 사용하는 
기능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다양한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파트너 전략 

당사의 파트너 네트워크에는 전문화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통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보다 컨텐츠가 풍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리셀러, 
솔루션 파트너, 기술 파트너 및 공인 교육 파트너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50개 이상의 SDL 글로벌 파트너가 SDL 고객 솔루션을 지원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SDL 전문 서비스 팀은 요구에 따라 주 계약업체로 또는 하도급업체로 
고객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주요 장점:

• 모든 요청을 단일 담당자가 처리

• 볼륨에 따른 할인율

• 모든 유형의 SDL 전문 서비스 

리소스에 액세스

• 리소스 할당 우선 사용

• 유연한 리소스 활용 시간

•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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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크기 분기당 일수 연당 일수

매우 작음 6 24

작음 9 36

중간 12 48

큼 24 96

매우 큼 36 144

대규모 48 192

초대규모 60 240

SDL(LSE:SDL)은 컨텐츠 관리 및 언어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혁신 기업입니다. SDL은 25년이 넘는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고객에게 문화적 정서가 반영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상위 글로벌 기업들이 왜 SDL을 사용하는지 sdl.com/kr에서 확인하거나 Facebook, 
Blog, Twitter, sdltrados.com/kr, LinkedIn에서 SDL을 팔로우하세요.

Copyright © 2019 SDL plc. All Rights Reserved. SDL의 이름과 로고, SDL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SDL plc 및/또는 자회사의 상표이며, 일부는 등록 상표일 수 
있습니다. 기타 회사, 제품 또는 서비스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https://www.sdl.com/kr/
https://www.facebook.com/sdlkorea
http://blog.naver.com/sdl-korea
https://twitter.com/sdlkorea
https://www.sdltrados.com/kr/
https://www.linkedin.com/company/165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