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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콘텐츠 자막업계 1위. 자메이크 소개서



월 평균650시간 

번역 작업 시간

 200개 이상

기업 단위 고객사

1,300명 이상

액티브 번역가 수

웹 콘텐츠 자막 업계 1위
자메이크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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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 단계 이상을 거치는
번거롭고 느린 일반적인 자막 주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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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
서치

견적
문의

예상
비용
확인

타 사와
비교

주문 작업 자막 검수 비용 지불
자막
파일
수령

영상
업로드

일반적인 자막 주문 과정



더 이상 자막에 오랜 시간 쓰지 마세요
단,3단계로 끝내세요!

1

2

견적
확인

고객님이 할 일?

주문 영상 업로드



Index 1.Service 스펙

2.수많은 기업들의 선택 이유
자메이크만의 높은 기술력과

고객사들의 높은 만족도

특장점 4가지를 말하다 

업계 1위 자메이크 서비스 강점



   
 

자메이크 B2B제안서

많은 경험
높은 기술력으로 얻은
자메이크만의 작업 노하우 넷!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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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속도
자체 개발한 AI기술력

24시간 대기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언제나 주문해도 빠르게 작업 가능

합리적 비용
작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줄여 번역 단가 대폭 감소 가능

편리한 시스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빠르고 쉽게 자막 주문이 가능

안정적 번역 퀄리티
체계적인 검수 시스템을 도입
현지화된 퀄리티의 자막을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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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당일번역 서비스 

오전 11시 이전 주문시
당일 납품 

24H

기본 24시간 내
자막 납품

AI 활용으로 싱크작업 
스크립트 작업등의 작업 효율화

자메이크만의 기술로
번역 외 작업들의
시간 단축 

빠른 시간안에 
납품가능

빠른 속도 당신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서비스

업계 1위, 가장 빠른 납품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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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서 꼼꼼한
자메이크의 5단계 번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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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AI
싱크작업

한글
스크립트화

스크립트
검수

번역 퀄리티
매니저 검수

납품

주문 후 평균 10분 이내 작업 시작



편리한 시스템
급한 대량작업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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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번역!월 평균 번역 작업량 

고객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3가지 이유

5시간 이상 대량 작업도 OK!

평균 10일이내번역 정확도 99.7%650 시간



합리적 비용

6,000원 2,000원 할인

업계 1위, 비용도 역대급 합리적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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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기본 가격 다언어 번역 시 분당

2,000원 환급

스크립트가 있다면 분당

다양한 파일 형식 제공페이백 지급
자막이 영상길이에 비해 짧을시 5가지 포맷의 자막 파일 



영상  링크로
신속 의뢰

영상 링크만 있어도
의뢰 가능 (일부공개 영상도 가능)

제목/설명 번역도
원클릭으로

표준화된 시스템
빠른 견적 안내

채널 연결 시
홈페이지 내에서
바로 주문 가능

간단하고 편리한 작업방식
단 1분 내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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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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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나만의 단어장
무려 9가지 언어 제공

한눈에 들어오는 인터페이스 
작성된 단어장은 번역 작업 시 꼼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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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등 표기법이 달라 질 수 있는 
고유명사 확인으로 번역 통일화



단순 직역이 아닌
현지화된 높은 수준의 자막 퀄리티

1

2

최적의 번역 환경
  오로지 번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작업툴

성실도 평가
불성실한 작업을
잡아내는 기술

상위 2% 번역가
높은 기준을 통과한
국내 최고 번역 집단

내부 표준 가이드
안정적인 퀄리티

유지 가능

검수 전문가의
전담 검수 시스템

복부는 직역하면 ‘belly’이지만, 운동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인 만큼 ‘abs’를 활용하여 번역 (최근 1년기준 ‘abs’ 가 영어권 국가에서 검색량이 약 7배 높음)



수 많은 기업들의 선택

Why Jamake?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첫 번째 이유
자메이크만의 경험과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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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개의 영상

· 2020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음성 인식 분야 1등
· 싱크, 타이핑, 번역, 검수의 작업 프로세스에 
  JAMAKE만의 기술적 노하우를 녹여 작업 효율성 증대

550,000분의 작업

1,800여명의 번역가분들

높은 번역 퀄리티, 빠른 납품을 가능하게 했어요

연간 작업 영상 개수

연간 작업시간

검증된 번역가분들이

# Know-How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두 번째 이유
자메이크만의 독보적 기술력

#Technology



지금 자메이크 파트너가 되신다면
받으실 수 있는 혜택

PARTNER ONLY 

대부분 분야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논문급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 외 대부분 종류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언어외 번역도 지원해 드립니다. 
기본 9개 언어 외에도 작업자 세팅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별로 기한을 협의하여 맞추어 드리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필요 시 담당 매니저 배정을 통해 더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작업량에 따른 추가 할인, 후불 결제 방식 지원, 다계정 통합 정산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게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미 경험한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 
96%의 고객만족도! 85%의 재구매율! 

구독자 815만 먹방 유튜버 쏘영 SSyoung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무조건 자메이크를 추천합니다

작업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번역을 위해서 쏟는 시간을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제작하는데

쏟을 수 있게 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유튜브 플랫폼을 잘 이해하고 트렌드에 맞게 번역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채널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최고의 자막 번역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 공공기관 / MCN 등 

알로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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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42만 예능 유튜버 동네놈들
콜랩코리아

자메이크의 가장 큰 장점은 현지인들이 자주 쓰는 퀄리티 있는 자막을 넣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영상에 더 이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막 작업 시간이 빨라 빠르게 자막을 업로드 할 수 있는게 장점입니다.

앞으로도 자메이크를 통해 자막을 계속 넣어 더 많은 외국분들이 영상을 재밌고 

더 이입될 수 있도록 자메이크와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

대표
이상헌

임직원 수
약 80명 (2022.05 기준)

주소
[06241]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74 
케이스퀘어 강남2 10층

연락처
070-4282-3117 contact@voithru.com

창립일
2018년 08월 17일

홈페이지
www.voithru.com

주요서비스



안전성, 유연성, 제휴혜택

증명된 비즈니스 파트너
자메이크

1

수많은 기업들이 자메이크의 기업 혜택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 파트너로 자메이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언론 보도

세계가 집중하는
1

왼) 영상번역 플랫폼 자메이크, 유튜브 채널 성장 무료 강연 개최 [기사보기]
      2021.07.01

왼) 영상번역 플랫폼 자메이크, 유튜브 채널 성장 무료 강연 개최 [기사보기]
      2021.07.01

우) 100만 유튜버 해외 수출 1등 공신...’번역 맛집’ 보이스루 [기사보기]
2021.06.09 우) 100만 유튜버 해외 수출 1등 공신...’번역 맛집’ 보이스루 [기사보기]

2021.06.09



자메이크는 한국엠씨엔협회와 함께합니다.
한국엠씨엔협회를 통해 제휴 고객이 되시면

첫 결제 시, 마일리지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웹 콘텐츠 자막 번역 업계 1위
고객님께 어울리는 최고의 서비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Jamake

TEL) 010 - 7554 - 3112

E-mail) jamakesales@voithr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