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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50여건의 번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건의 90%는 기존의 단골 고객입니다.

품질이 생명인 번역에서 저희 회사를 신뢰하고 재 의뢰하는 고객이 

대다수라는 것은 설립 이후 16년 동안 번역사업의 핵심을 품질관리에 두고,

분야별 인재양성과 지속적인 투자로 한국 최고 최대의 

믿을 수 있는 번역회사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번역업계의 표준제시
(주)표준번역

STANDARD
TRANSLATION

번역업계의표준제시



http://www.stkr.org

180개 국어 번역에 대한 번역표준 제시

저렴한 비용에 놀라울 정도의 번역 결과물

번역진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 절차

최고급 인텔리전트한 두뇌집단, 지식강국 “대한민국” 중심에 ㈜표준번역이 있습니다.

Contents Standard Translation
Taking the Translation standards to a higher level

Translation Fields
번역 분야

Standard Translation With Client
표준번역 주요 고객

Translation Languages
번역 가능 언어

Translation Process
& Quality Management
번역 및 품질관리 과정

Certified Translation Services
번역 공증 대행 서비스

Translators Record
번역가 이력

Localization
현지화 작업

Printing & Publishing
인쇄 및 출판

Subtitles & Interpretation
영상번역 및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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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자원 가스오일, 배관 원자력에너지

선박 토목, 도로, 항만
건설, 플랜트

수력에너지 모터

태양, 풍력에너지기계, 전기, 전자 화학, 금속

엔지니어링 분야에 최적합한 차별화, 전문화된 번역가들과 숙달된 원어민 직원들의 품질관리로 엔지니어링 분야에 최적합한 차별화, 전문화된 번역가들과 숙달된 원어민 직원들의 품질관리로 

전문용어 DB,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번역실적을 자랑합니다. 전문용어 DB,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번역실적을 자랑합니다. 

번역가는 엔지니어링 분야 국내 최대 최고의 실적을 가진 공학전문가와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 번역가는 엔지니어링 분야 국내 최대 최고의 실적을 가진 공학전문가와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 

풍부한 현 종사 이력의 전문화된 공학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풍부한 현 종사 이력의 전문화된 공학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ngineering
Translation Fields
번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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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사업계획서

회사소개 브로슈어

계약서 기업정관

소송관련 특허관련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회계문서 금융/증권
보험

홈페이지 게임

설명서 매뉴얼

Business

Law

Finance

IT

의학/약학 생명공학

의료기기 논문,보고서

영화 시나리오

기업홍보물 영상자막

유학,이민 공증서류

추천서 비즈니스서신

Medical/Science

Arts

Video & Media

General

전시회 음악,미술

작품발표 공연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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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현지화 기타산업, 
기술

홈페이지 및
매뉴얼

영상 다국적DTP
desktop publishing

경영, 마케팅
해외사업컨설팅

통계, 분석 일반 번역 법률, 규정 계약서

MSDS, ISO IT, 정보통신 
S/W,H/W

금융, 회계
경제, 은행

공학, 의학, 과학,바이오
 생명공학, 생화학

교육, 심리, 인문
사회, 철학, 역사, 종교

예술, 스포츠

 삼성증권 │ 삼성전자 │ 삼성전기 │ SK에너지 │ SK네트웍스 │ LG디스플레이 │ LG이노텍 │ LG화학 
 롯데건설 │ 롯데칠성음료(주) │ 롯데면세점 │ POSCO │ GS칼텍스 │ GS건설 │ (주)한화 │ 한화케미칼 
 HYUNDAI │ HYUNDAI MOBIS │ DOOSAN │ 금호건설 │ HYOSUNG │ KCC │ HANKOOK │ NAVER 
 ORION │ 한미약품 │ 대한항공 │ 유한양행 │ 법무부 │ 국세청 │ 관세청 │ 문화재청 │ 특허청 │ 조달청 

농촌진흥청 │ 질병관리본부 KCDC │ 행정안정부 국가기록원 │ 국립중앙박물관 │ 대법원 │ 감사원 │ 검찰
서울지방경찰청 │ 대한민국 해군 │ 대전시청 │ 한국철도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인천항만공사 │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KOTRA │ 한국전력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ETRI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KEI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KAIST │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감정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환경공단 │ KOICA │ 한국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전KDN │ 한국수력원자력(주) │ 전력거래소 │ 신용보증기금 │ SBS │ MBC │ KBS
EBS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KDB산업은행 │ 인구보건복지협회 │ 한국식품산업협회 │ AIG

국립암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 종근당 │ 대웅제약 │ 누가의료기 │ 중외제약 
대전시립미술관 │ 이응노미술관 │ 홍익대학교 │ 우송정보대학 │EC21 │ MARSH │ Veeco │ 세계태권도연맹

Standard Translation with Client
표준번역과 장기 지속거래중인 주요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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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독일어   우즈베키스탄어

이탈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터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인도어   페르시아어

타갈로그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루마니아어   우크라이나어  외

국내 최대 번역 가능 언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10여명의 
정규직 외국인 원어민이 까다롭게 감수교정합니다.

예측가능한 모든 오류를 대비하기 위해 
번역 시스템 프로세스 매뉴얼을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Translation Languages
번역 가능 언어

160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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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객 견적 요청

02 문서파악
용도 및 난이도

03 견적서 발송

04 납기 일정 및 고객요청 사항
번역시 주의사항 협의

05 계약 체결

모든 문서를 품질 책임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                 ]㈜표준번역 모든 임직원의 사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100% 
A/S 보장해드립니다.

01
원본 분석 및 고객 요청사항 검토,
용어 정리 및 통일, DB사전 구축, 
필요시 트라도스 사용

02 분야별 전문 번역사 및 검수팀 구성

03 번역작업 착수

04 납기 및 방향성 확인을 위한 중간검토

05
완료문서 검토
고객요청사항 반영여부 및
정확성, 기술성, 통일성

06 2차 별도 원어민 감수

07 납품 직전 문서 최종편집 심미성, 가독성

08 고객 납품

09 고객 검수 후 피드백 요청사항 반영

10 번역 최종완료

견적
과정

Translation Process
& Quality Management
까다로운 품질관리 및 번역절차

번역 및
품질관리 

과정

● 단순참고용이나 내부용은 과정을 간소화하여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합니다.

● 외부제출용이나 인쇄출판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세밀한 감수 및 교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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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표준번역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번역에서 공증까지 한번의 의뢰로 모두 진행이 가능한 

공증대행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준번역에 맡겨주시면 고객님이 계시는 어느곳에서든

공증이 완료된 번역 문서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학

서류

재정보증

서류

이민

서류

비자

서류

법원

서류

비즈니스

서류

민원

서류

호적등본,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추천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학위수여증, 건강기록부, 상장 등

재정보증서, 후견인지정서, 후견인위임장, 통장증명서, 
근로원천징수확인서, 갑근세과세증명서, 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등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재직증명서, 갑근세과세증명
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판결문, 이혼판결문, 친권포기각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정관,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위임장, 무역서류, 수출입서류, 계약서, 잔액증명서,
공장등록증, 납세사실증명원, 기계매뉴얼, 사업계획서 등

거주사실증명, 귀화증명서, 시민권, 인감증명, 신원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번역 공증 서류목록과 공증이 필요한 서류

Certified translation
Services
번역 공증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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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tkr.org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미국 이민(17년)
미국 법학 박사, 뉴욕주 공인 변호사
Ackney and Choi Construction Co.Ltd. 근무, 뉴욕주 P&H Trading Co.
사내 변호사 재직, 영어 법률 문서 전문번역 경력 7년 이상

법 률

Trinity College Institute, Toronto 중/고등학교 졸업
생리학 학사 및 석사 졸업, University of Toronto
병리학 박사 학위 2년 연수(호주 시드니 의과대학 부설 병리학 연구소)
1988년~2002년까지 미국 본사의 의약품 개발, 생산업체인 CSL Limited의 호주지사 근무
2002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상의 의학전문번역 수행

의 학

초,중,고,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을 캐나다에서 졸업
조기유학 출신의 한국어 능통한 영어 원어민
캐나다 고등학교 교사 3년 역임
아리랑 방송국 영어 감수자. 번역경력 8년 이상의 영어전문 EDITOR

영어감수 01

영어감수 02

Ph.D. in English, Creative  Writing Program
Ohio University
Dissertation : Points of Departure (novel)
M.A. English, University of California
Thesis: Learning American (short story collection)
M.A.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tanford University
B.A. Rutgers University
Double major : Communications and English
Junior Year Abroad at St. Peter's

학 력

Technical Writer/Editor. Cisco Systems, San Jose, California.
Wrote and edited technical documentation for network hardware and software.
Responsible for ensuring adherence to Cisco style guide in use of photographs, 
layout, and language style.

경 력

영  어
English

㈜표준번역에서는 완벽한 번역 품질을 준수하기 위하여 

10여명의 정규직 원어민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국 칭화대학교 화학공학전공 졸업 후 화학전문 분야 20년 종사
번역 경력 12년 이상의 화학분야 전문가, 한국어 능통한 중국어 원어민

자연과학

중국 연변대학교 기계공학과, 명지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수료.연변대학교 강사 경력 7년.
기계제도 및 CAD, 대학영어, 자동제어, 기계재료, 기계소성가공 외)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통신 관련 문서, 각종 매뉴얼 등 다수
 10년 이상 전문 통번역 업무 수행

기계공학

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수료
일본 메이조대학 법학부 비상근강사(법학기초, 노동법 강의 외)
법학논문 및 일본판계 등 다수 법률서류 전문번역 경력 14년 이상

법 률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일본 와세다대학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일본 거주 및 유학 12년 이상의 일본어 원어민 수준의 번역가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차그룹, HONDA 일본본사, 일본 대기업 한국법인 등
대기업 통/번역 업무 근무 경력 15년 이상
제조업, IT분야 및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외식업, 유통업 등 다년간 현장 실무 
업무 및 일본어 관련 제반 업무 실전 통/번역 업무 다수 수행
국내 대기업, 일본대기업 외 다수 기업 내 임원 전담 통/번역업무 수행
(일본인 임원 포함)

기계공학,
경영

Vyatsky State University 기계공학과 졸업
Kirov city 컴퓨터 공학연구소 내 군수산업 관련 기계 공학분야 3년 근무
JSC<Kirovsky Mashzavod 1 May>철도크레인 및 탬핑 기계 
제조 관련 기계 엔지니어 10년
Kirov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기계분야 
영-러 양방향 전문 통번역 업무, 기계공학 관련분야 10년이상 전문 통번역 업무 수행
전문번역 가능 분야(Engineering Industry, Materials Science, Metal Processing, 
Automotive, Oil and Gas Industry, Machine Tool Industry, Railway Equipment 
(Especially Railway Cranes and Tamping Machines), Building Industry)

기 계

영어 언어권 유학 및 거주 18년, 한국어능력 상급(능통)의 러시아어 원어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Master in International Business 석사
번역 경력 8년이상, 의학(병원소개,진료과목,특화의료기술 소개 자료, 
의료관광 관련자료, 의약품,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설명자료 번역), 비즈니스, 
기계 전기분야 번역(LG, 삼성 등의 대기업 전자제품 홍보물 번역), 
(주)GS건설 카자흐스탄 알마티 통번역 업무 수행 외 다수 분야 통번역 업무 수행

경 영

Translators Qualifications
번역가 이력

중국어
Chinese

일본어
Japanese

러시아어
R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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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졸업, 프랑스권 유학 및 거주 22년
프랑스 Provence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Provence대학교 인식 연구소(Institute Cognitive)
프랑스 Sacre Coeur 고등학교 강의
동일 동명 한종 컨소시엄 알제리 신도시 사업부 근무
삼성, 현대, 한화, 대우, 수자원공사, 해군, EDF, LG등 다수 대기업 및 
프랑스 현지기업 프로젝트 번역참여, 번역경력 18년 이상

철 학

영어 능통한 프랑스어 원어민
번역경력 6년
2012:MBA candidate at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Second year)
2008:Degree from National School of Management and Business, 
Tangier(Morocco)
option:Marketing. Mention:Honors
2002:High school degree, Economic science. Mention:Honors

프랑스어감수

아르헨티나 출신 한국인 교포. 영어 능통한 한국어 및 스페인어 원어민.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립대 건축설계학과 졸업
현대자동차, 선박, 건설, KOICA, KOTRA, 삼성전자, LG전자, ZARA, 
OECD, HANKOOK타이어, KEITI, KEPITAL, 번역 및 농역 업무 수행.
아리랑TV다수프로그램 영상번역 외 번역경력 10년.
건축설계 및 공학 문서 외 의대 2년 재학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 화학, 생물학등 번역경험 다수.

건축공학

The polytechnic of North London 전자공학 학사, 물리학 석사 수료. 스페인어 원어민.
영국 통신관련 연구소에서 프로그램 설계 및 테스트 연구원 근무
석유 및 가스 해양 탐사를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GPS시스템 설계
New Pilot Complex 건설단계 참여
베네수엘라 산유 생산 회사의 정제 및 공정 요구에 대한 기술 및 연구 지원
대학(물리학 및 수학), 고등학교(영어 및 물리학) 강의
번역경력 10년 이상

전자공학

서울대 금속공학 학사, 충남대 재료공학 석사
프랑스 USTL재료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근무, 번역경력 10년

공 학

각 언어별, 각 담당별 품질 관리 책임제를 통하여 고품질 번역을 도모하고, 

고객이 만족하실 때까지 맞춤식 품질관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French

스페인어
Spanish

번역언어 
현지화 작업

목적 언어로 번역한 문서를 현지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어휘로 재정리 합니다. 

과도한 의역은 반대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넘어서지 않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현지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한

현지화작업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콘텐츠등을 

각기 다른 국가의 현지 특성에 맞춰 각국 사용자들의 
사용 편의를 고려하여 최적화 시킵니다.

대상 국가의 사용자 구동현황 및 콘텐츠 간의 특성을 
전문적이고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특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표준번역에 번역 및 현지화작업을 의뢰하시면, 

SW개발자 출신의 IT분야 전문 번역사가 귀사로 방문하여 시스템 적용에 

 가장 적합한 워크플랜을 세워, 전세계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전문 번역사, 프로젝트 매니저(PM), 고객담당자(CS), 

품질관리 매니저(QC)가 서로 하나의 팀이 되어 

사후 현지 테스트 후 발견된 오류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A/S 해 드립니다.

Localization
현지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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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 상세내용

- 스프링 제본 시 투명PVC(0.24mm)비닐커버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 무선철 및 스프링 제본은 제본여백(좌우 10mm)이 필요합니다.
- 제본여백이 없는 파일 또는 주문 사이즈보다 크거나 작은 파일은 임의로 

  축소, 확대하여 작업이 진행됩니다.

고객의 선택사항

- 책자크기: A4,B5등
- 제본종류: 무선제본, 중철, 스프링
- 제본위치: 세로좌철, 세로상철, 가로좌철, 가로상철
- 코팅: 무광코팅, 유광코팅, 코팅안함
- 인쇄[양면/단면]: 레이저 흑백, 레이저 컬러, 잉크젯 흑백, 잉크젯 컬러
- 표지 종류: 아트지, 스노우지, 레자크지
- 내지종류: 미색, 백색, 아트지 등
- 편집: 편집없음, 편집디자인 요청
  (편집디자인 요청이 없을 경우 접수받은 파일 그대로 출력합니다. 

   추가 편집 요청시 편집비용이 발생합니다)

DTP
(Desktop Publishing)

 편집디자인

번역부터 문서 편집 출판까지 (주)월시스 월드번역원의 DTP편집 
원스톱 솔루션으로 고객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해 드립니다. 
전 세계 어느 언어라도 DTP편집, 디자인, 인쇄, 출판까지 복잡한 과정을 
하나의 서비스로 조합하여 비용을 낮추고 작업 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접수분석 미팅&스케치 디자인 시안 제출 수정본 제출, 완성

서비스

분야

- 해외용 카달로그 매뉴얼 제작
- 다국어 브로슈어, 카달로그
- 교육용 책자 참고자료
- 어학용 교재 제작 소설, 잡지 제작
- 홍보용 리플렛 관광지도 및 책자
- 포스터, 전단, 스티커, 라벨

사용

소프트웨어

Adobe
Indesign

Adobe
Illustrator

Adobe
Photoshop

SDL Trados 
Studio 한컴오피스

Microsoft 
office

Adobe
Premiere 

Pro

Adobe
AfterEffects

Printing & Publishing
인쇄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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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번역

영상물 관련 번역의 경우 완성된 번역문서가 어떠한 곳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번역의 방향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영상물의 내용 파악을 위한 단순번역인지, 영상물을 현지언어로 재작업 하기 위한 

번역인지 그 사용목적에 따라 비용 및 절차가 달라지며 결과물의 만족도 또한 

달라집니다.

홍보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의 내레이션, 자막 등의 번역은 자연스러움과 

한 화면내의 절제된 글자수 등 결과물의 최적의 상태를 고려한 번역이 필요하므로 

단순한 일반 번역이 아닌 로컬라이징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 ㈜표준번역의 영상번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영상번역, 성우섭외, 성우 

보이스 녹음, 영상편집(자막 제거,자막 수정, 자막 삽입, 배경음악 삽입 및 변경, 

성우보이스 교체) 등을 한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번역후 편집의 경우 작업 중 번역문구나 자막, 보이스 녹음을 수정해야 하는 

예상치 못한 수정이 발생하거나 비언어자에 의한 작업으로 인하여 작업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번역부터 영상편집까지 한번에 의뢰하시면 비용 절감 및 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작업의 오류 및 소요일정을 줄일 수 있으며, 빠른 피드백과 진행 작업 간의 상호 

호환성으로 인하여 질 좋은 결과물을 보다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ubtitles & Interpretation
자막서비스 및 통역

통역 서비스

01 동시통역

02 순차통역

03 수행통역

04 전화통역

05 비즈니스 통역

06 화상통역

07 해외 현지 통역

㈜표준번역은 해당국가의 언어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엄선된 전문 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

소프트웨어

Adobe
Premiere Pro

Adobe
Aft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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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개 국어 번역에 대한 번역표준 제시

저렴한 비용에 놀라울 정도의 번역 결과물

번역진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 절차

최고급 인텔리전트한 두뇌집단, 지식강국 “대한민국” 중심에 ㈜표준번역이 있습니다.

H. www.stkr.org        E. stkr114@gmail.com        T. 02-302-3630        F. 02-302-3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