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생태계가 다양하듯이, 게이머도 다양합니다.

모바일 게임을 선호하는 
크라우드

액션
FPS
캐주얼
플랫포머
MMORPG
RTS
레이싱
격투
시뮬레이션
턴제 전략
배틀 로얄
비주얼 노벨
JRPG
스포츠
MOBA
TCG/CCG
음악/리듬

베타 테스팅 경험이 있는 
크라우드

게임 플랫폼 4개 이상을 정기적으로 
플레이하는 크라우드

통계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장르

27%

14.4%

17%

156개국에 65,000명 이상의 게이머가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문 지식으로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해드리겠습니다. 
Lionbridge Games는 게임 업계를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GAMES.LIONBRIDGE.COM/KO/

적합한 테스터를 지금 바로 활용

게임을 세계에 출시하기에 앞서 플레이어가 부드럽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운로드하는 그 
순간부터 엔딩까지, 느린 셀룰러 데이터부터 고속 유선 연결까지, 어떤 기기의 어떤 타겟층을 원하든 조건에 맞는 

테스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게임, 세계를 만나다

목적을 고려한 테스팅

다양한 국적의 인력 중 게임의 원하는 요소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게이머 그룹을 정확히 선정합니다.완벽히 맞춤화된 재능

Lionbridge Games는 1년 만에 FQA 약 200만 시간을 제공했으며, 68개 언어로 1억 
1,300만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Lionbridge Games는 전 세계 플레이어에게 꿈꾸고 
바라던 완벽한 게임 경험을 전달합니다.

콘셉트부터 출시, 그 이후까지 최고의 지원을 제공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게임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플레이어 경험을 완벽하게 
게이머로 구성된 글로벌 크라우드가 출시 전에 독립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다양한 플랫폼, 
지역, 타겟층의 반응을 알려줍니다.

플레이어 반응에 따라, 또는 필요한 부분에 따라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크라우드의 각 플레이어로부터 수십 개의 데이터를 얻고 있으며, 특수한 영역에도 맞춤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속도 %

100Mbps 이상 58%

50~100Mbps 24%

10~50Mbps 15%

10Mbps 미만 3%

원하는 속도로 
게이머는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플레이할 때도, 고사양 게이밍 PC로 플레이할 때도 
게임이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속도에서 경험을 세밀하게 조절해 게이머가 어떤 
플랫폼에서도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하세요.

크라우드 연결 속도:

전 세계에 걸친 초고속 테스팅
급하게 동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나요? 

크라우드의 규모와 참여율로 어떤 규모와 속도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완료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3영업일 테스트 그룹 500명 이하 

1주일 테스트 그룹 1,000명

1주일 추가 1,000명 테스트 이후 1,000명을 추가할 때마다

다양한 하드웨어와 기기

크라우드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적하는 정보:

기기 상표와 모델

하드웨어 사양

운영체제

네트워크/Wi-Fi 통신사

네트워크 속도 

프로젝트에 알맞은 맞춤형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프리 알파 또는 베타 등 출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게이머들의 반응을 주시해야 합니다. 
고객사의 눈, 귀, 입이 되어 커뮤니티와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즉시 액세스하세요.

서버 용량 네트워크 테스팅 호환성 테스팅 버그 발견

크로스 플랫폼 테스팅 멀티플레이어 테스팅 지역 연결성 지역 결제 테스팅

밸런스 테스팅 플레이어 피드백 UI/UX 사용성 테스팅 플레이어 인터뷰

대규모 집중

기술 성능

콘텐츠 품질

시작 버튼을 누르고 GAMES.LIONBRIDGE.COM/KO/SERVICES/PLAYER-EXPERIENCE/ 
를 확인하세요.

https://games.lionbridge.com/ko/
https://games.lionbridge.com/ko/services/player-exper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