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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솔루션의 특장점 이미지솔루션 소개

강력하고 우수한 성능의 전자문서 관리 토탈 솔루션

강력하고 손쉬운

서식등록기 제공

통합 이미지 관리

솔루션 보유

자체 기술력으로

전문적인 기술지원

• 국제표준규격의이미지및

PDF, XPS 등 다양한형식

의이미지처리솔루션보

유

• 통합이미지뷰어솔루션

제공으로제약없이이미

지 보기가능

• 누구나쉽고 편리하게서

식 등록이가능한 UI 제공

• 기준점(Anchor) 또는문서

개정없이서식등록 및 인

식 처리가가능 (비정형 문

서등록 및 인식 처리가능)

• 다양한인식 정의기능제

공 (OCR / ICR / BCR / IMR / 

BLANK)

• 순수자체기술력으로개발

된 솔루션보유로신속.정

확한유지보수지원가능

• 클라이언트및 서버토탈

솔루션보유로안정적인시

스템구축가능

• 체계적인기술지원조직으

로 최상의유지보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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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 솔루션 타사 비교현황 이미지솔루션 소개

구분 REAL-EYE OCR 국내 OCR 해외 OCR

인식 방법

• 구조적, 통계적, 신경망 등다양한인식방법을
통합적용한하이브리드인식처리

• 상호인식결과를보완하여인식률향상

• 구조적인식방법또는통계적인식방법
중한가지인식방법만을적용

• 구조적인식방법또는통계적인식
방법중한가지인식방법만을적용

인식 범위

• 영문, 숫자, 한글, 한자인식가능

• 금융권특수문자
(MICR-E13B, CMC7, OCR-B 등) 인식가능

• 정형및비정형서식(관공서발행) 인식

• 영문, 숫자, 한글, 한자인식가능

• 금융권특수문자
(MICR-E13B, CMC7, OCR-B 등) 인식
가능

• 정형화된(앵커, 바코드인자) 서식만인식

• 영문, 숫자만인식가능

• 한글인식필요시별도개발

• 정형화된(앵커, 바코드) 서식만인식
가능하며속도가느림

인식률 • 평균 98% 이상 (인쇄체문서기준) • 평균 90~95%

• 한글, 한자인식률이떨아지거나
불가능

• 인식률산정불가능

인식 속도 • 600~3,000 문자/초 (ASCII 문자기준) • 600 문자/초 • 600 문자/초

전처리 및

교정 절차

• 기울기보정을포함한이미지향상을위한 전처리
과정을수행하여인식률을높이기 위한최적의
상태유지시킴

• 라인단위, 페이지단위등다양한확인및 교정
방식으로편리성제공

• 기울기보정과같은단순한이미지전처리
수행

• 라인단위, 블록단위의교정작업으로
간편화제공

• 전처리수행확인불가

• 인식결과페이지별로확인, 교정

• 처리속도저하및작업시간지연

특장점

및

단점

• 작업의일괄처리로업무처리속도향상

• 풍부한 API제공과 함께프로젝트에맞는
커스터마이징

• 직접적인기술지원및유지보수지원

• 작업의일괄처리미흡으로업무 처리
시간지연

• 풍부한 API 제공은있지만프로젝트에
맞는커스터마이징미흡

• 패키지형식으로프로젝트에맞는

커스터마이징의어려움

• 직접적유지보수관리의어려움

당사 인식솔루션과 국내 타사 인식솔루션과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한 비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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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캔스테이션 이미지솔루션 소개

스캔스테이션(Scan-station)

대상 문서 스캐너 설정 스캐너 구동 이미지 파일 생성

이미지 파일
생성

• 국제표준 규격의 CCITT Group3 or 4 TIFF 이미지 형식을 준수하여 파일 생성

• 단일 또는 멀티페이지 이미지 파일형식 지원

• 스캐너 설정에서 선언된 해상도, 비트, 색상 등에 맞는 이미지 파일 생성

스캐너 구동
• ADF (Auto-Document Feeder) 또는 Flatbed에 대상문서 적재

• 스캐너 설정에서 선언된 속성 값들을 적용하여 스캐너 구동

스캐너 설정
• 범용스캐너를 지원할 수 있도록 TWAIN 스캐너 드라이브를 사용

• 다양한 범용스캐너 디바이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

대상 문서

• 문서 캐비닛에 보관 중인 과거 문서, 문서철에 정리된 현재 사용 중인 문서

• 프린터로 출력된 인쇄물, 홍보물, 매뉴얼

• 고문서, 칼라 사진, 의료 영상, 도면, 지도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 되는 문서

TWAIN 드라이버 지원으로 범용 스캐너 및 복합기와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며,

국제표준규격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서류 스캔업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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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지 뷰어 이미지솔루션 소개

이미지 뷰어(Image Viewer)

기능 구분 기능 상세 내역

이미지 형식 지원
(Image Format)

국제표준규격의 다양한이미지형식지원
(JPEG, JPEG2000, J2K, JBIG, JBIG2, TIFF, TIFF G3 & G4, BMP, PDF, XPS 등)

인쇄 기능
(Print)

뷰어에서활성화된파일에대해시스템에 연결된출력장치로 인쇄기능지원

인쇄미리보기기능지원

전체또는부분인쇄및 Scale 인쇄기능지원

인쇄시보안을위한워터마크(Water-mark) 및메모문구지정기능지원

주석 기능
(Annotation)

다양한마크업(Mark-up) 기능지원
(Line, Box, Circle, Arrow, Text, 자유곡선, 메모, 하이라이트, 형광펜, 블랙마스크)

다수의마크업(Mark-up) 처리시연속적인처리유지기능지원

편리한인터페이스 환경지원

객체또는아이콘숨기기기능지원

이미지 네비게이션
(Navigation) 기능

이미지확대/축소, 돋보기, 회전(Rotate), 펜(Pen) 기능지원

이전되돌리기기능지원

멀티페이지미리보기(Thumbnail) 기능지원

뷰어전체보기, 썸네일전체보기, 뷰어썸네일동시보기기능지원

이미지가로자동맞춤, 세로자동맞춤, 전체자동맞춤기능지원

모바일 뷰잉 기능 모바일및스마트기기에서도이미지뷰잉이가능하도록모바일전용뷰잉기능지원

통신 기능 HTTP 전송방식에의한파일송/수신기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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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축 및 암호화 이미지솔루션 소개

압축처리

항목 명칭 지원여부

비손실
압축

TIFF G3/G4 지원

JBIG 지원

JBIG2 지원

손실
압축

JPEG 지원

JPEG2000 지원

이미지

압축

특징 및 효과

손실/비손실압축
알고리즘지원

네트워크부화
최소화

저장공간의
효율적사용

암호

화저장

외부

유출

권한

참조

복호

화처리

국제표준 규격의 128비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SEED, ARIA 알고리즘)

이미지 외부
유출 시 완벽한

보안유지

고효율.고성능 압축처리
로 디스크 관리비용 및
네트워크 트래픽 절감

국제표준 규격의
압축 알고리즘으로
파일사이즈 최소화

고성능 고효율의 손실/비손실 압축 알고리즘 적용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최소화 및 국제표준규격의
128비트 암호화 처리를 통해 파일 외부 유출 시에도 완벽하게 보안을 유지 시켜주는 솔루션

이미지 압축 및 암호화(Compression & En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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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식 등록기 이미지솔루션 소개

서식등록기(Form Editor)

관리
기능

 등록 대상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보정을 거쳐 폼
파일에 추가

 대상 이미지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서식의
인식필드와 속성 등을 지정하여 원본서식(Master 
Form)을 생성

 다수의 서식을 등록, 자동으로 서식 종류를
인식하여 분류

 멀티 서식인 경우 서식 구분 ID 영역을 설정하고
구분 ID 값을 입력

 사용자가 직접 마우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인식
위치 지정

 이미지 위에서 Device Type 필드 값이 있는 위치에
영역을 생성, 정보 입력 및 저장

 등록된 양식에 대한 추가 및 변경도 가능하며, 
등록된 양식은 다른 등록 양식과 함께 저장되고
활용이 가능

<REAL-EYE Form Editor 화면 예시>

확장
기능

 사용 중 SPEC 변경 시, 기종 프로그램의 재 컴파일
없이 엔진 교체만으로 새로운 SPEC 적용 가능

 환경설정 내용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손쉽게 이식

 환경설정 내용을 파일 백업 및 복구 기능 제공

편의
기능

 친숙한 사용자 편의 화면 인터페이스 제공

 필드의 속성 자동 설정 기능으로 연속적인 필드
등록 시 처리시간 단축

 서식 별 자동 버전관리 기능 제공으로 서식관리
편의성 제공

신규/변경 서식에 대해 일반 사용자 누구나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고
서식 별 버전관리 및 OCR, BCR, IMR 등 인식관련 상세 정의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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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식 및 문자 인식 이미지솔루션 소개

서식 및 문자인식(Form & Recognition)

구분 REAL-EYE Recognition (OCR)

인식 방법
• 구조적인식방법과통계적, 신경망 등다양한인식방법을통합적용하여인식처리

• 상호인식결과를보완하여인식률향상

인식 범위

• 영문, 숫자, 한글, 한자인식가능

• 금융권특수문자 (MICR-E13B, CMC7, OCR-B 등) 인식가능

• 정형및비정형서식(관공서발행) 인식

인식률 • 평균 98% 이상 (인쇄체문서기준)

인식 속도 • 600~3,000 문자/초 (ASCII 문자기준)

전처리 및

교정 절차

• 기울기보정을포함한이미지향상을위한 전처리과정을수행하여인식률을높이기 위한최적의상태유지시킴

• 라인단위, 페이지단위등다양한확인및 교정방식으로편리성제공

특장점

및 단점

• 작업의일괄처리로업무처리속도향상

• 풍부한 API제공과 함께프로젝트에맞는커스터마이징

• 직접적인기술지원및유지보수지원

• 서식을체계적으로등록및관리가가능하도록서식등록기별도제공 (일반인누구나관리가가능하도록편의성
제공)

• 이미지내에기준점(앵커)이나바코드없이서식등록및인식처리가능

• 동일서식에대한버전관리가가능

순수 자체 기술 인식엔진으로서 문자인식 뿐만 아니라 체크박스, 공백, 서명 기재여부 등을 인식하고,

정형/비정형 서식에 대해 기준점(Anchor) 또는 서식개정 없이 자동 인식 및 분류가 가능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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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바코드 인식 이미지솔루션 소개

바코드 인식(Barcode Recognition)

1차원 바코드 심볼과 종류

2차원 바코드 심볼과 종류

…

PDF417 QRCODE DataMatrix

항 목
1차원

바코드

2차원 바코드

Data 

Matrix
PDF417 QR Code

이미지

전처리 기
능

 Skew  Skew, Flipping, Orientation

인식 방식

 ASCII만읽고
쓰기

 4가지기본방
향으로읽기

복수의바코
드심볼읽기

 ASCII 및 Binary를 읽고쓰기

오류정정코드를 포함하고있으며손상된
바코드심볼을자동교정

데이터 크
기

바코드심볼
별로차이발
생

2,218

(ASCII)

1,815

(ASCII)

2,335

(ASCII)

국제표준규격의 1D & 2D 바코드 인식처리가 가능하며, 특정 값을 기준으로 바코드를 생성하여
이미지나 또는 레포팅툴을 이용한 종이문서 인쇄 시에도 인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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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쇄물 이미지화 이미지솔루션 소개

레포팅 출력물

(기간계 시스템)

파일전송

파일 생성
(이미지, XPS,

TEXT)

P2I 드라이버

적용 (XPS)

이미지 보관소

자동전송 보관

P2I 드라이버 솔루션의 특장점

• 빠른 이미지 생성 기능 및 이미지 품질향상 알고리즘 적용

• Windows 7 32/64비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대응이 되도록

호환성 및 안정성 제공 (타 구축사에서 검증 및 운영 중)

• 파일 암호화 솔루션과 연계하여 데이터 유출방지

• 설정에 따라 이미지 파일 외에 XPS, TEXT 파일을 생성하여

업무활용도 극대화

• Microsoft사의 Windows 7 가상화 Driver 공식 인증

인쇄 스플러
캡쳐

P2I 적용 시 기대효과

 종이문서 인쇄 및 스캔 처리 업무를 원 클릭

만으로 일괄 처리하여 업무편의성 개선

 신속.정확한 처리로 업무의 정확도 향상

 Paperless 및 인쇄 관련 소모품 비용 절감

 서식 자동분류 처리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

 이미지 생성과 동시에 이미지 보관소로 자동

전송 처리되어 업무자동화 환경 구축

파일 암호화로

데이터 유출방지

인쇄물 이미지화(Print to Image)

종이로 출력할 문서를 이미지로 생성시켜 전자문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Paperless 환경 구축으로 업무자동화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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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컨텐츠 변환기 이미지솔루션 소개

컨텐츠 변환기(Contents Converter)

국제표준규격의 다양한 컨텐츠(이미지 및 PDF)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고자 할 경우 변환처리
및 압축효과를 주어 파일용량을 최소화 하여 디스크 절감효과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모듈입니다.

처리 구분 변환 전 변환처리 변환 후

Image to PDF
(PDF 변환)

원본 이미지 형식
(싱글 / 멀티 페이지) 1차: 변환처리

2차: 압축처리 or by Pass
PDF 형식

손실 / 비손실 압축 이미지 형식
(싱글 / 멀티 페이지)

PDF to Image
(이미지 변환)

PDF 형식
1차: 변환처리
2차: 압축처리 or by Pass

원본 이미지 형식
(싱글 / 멀티 페이지)

압축 이미지 형식
(싱글 / 멀티 페이지)

국제표준규격의

이미지 형식

국제표준규격의

PDF 형식

컨텐츠 변환 처리기

(압축처리 기능)

PDF 변환 요청 PDF 파일 변환 생성

이미지 파일 변환 생성 이미지 파일 변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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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트리밍 이미지솔루션 소개

스트리밍(Streaming)

•빠른 이미지 조회로 신속한 업무처

리 가능

•특정 페이지만 전송되어 네트워크

리소스 절감 및 트래픽 최소화

•대용량 이미지의 경우 UI 메모리를

최소화 하여 사용자 PC 부하 없음

•스트리밍 서버는 OS에 대한 호환성

을 제공하여 Windows NT 또는

UNIX 계열 모두 적용 가능

•썸네일 상의 특정 페이지만 전송 처

리하여 불필요한 이미지 이동 최소

화

•별도의 스트리밍 서버 구성이 필요

하지 않으며 CPU 부하 없이 WAS에

구성 가능

솔루션의 특장점

기대 효과

Image
Storage

Internal
DISK

페이지 스트리밍 서비스

.....

마우스를 스크롤 하여 썸네일 상에

보여지는 페이지만 스트리밍 서버에 요청

스트리밍

서버 (WAS)

이미지

서버

이
미
지

요
청

이
미
지

제
공

요청 페이지 제공

페이지

분할

서버 영역 사용자 영역

스트리밍 뷰어

뷰어 썸네일 창에 보여지는 페이지만 다운로드 되어 서버와 네트워크 트래픽의 부하를
최소화 하고 대용량 이미지 조회 시 지연 없이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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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납장표 인식 이미지솔루션 소개

MICR 및 수납장표 인식

수표, 어음, 지로, 공과금에 대한 장표 스캔 및 문자인식 처리 기능제공으로 업무효율 향상

제품명 세부기능 기 능 설 명

REAL-EYE MICR®

장표 스캔

•범용및전용스캐너지원

• TWAIN, ISIS, 전용 API 지원

•수표, 어음, 지로, 공과금수납용장표스캔

장표 종류 판별

및 인식

• Form Recognition

• OCR

• MICR (Band OCR)

•추출된정보를항목별로구분

이미지 보기 기능

•스캔된이미지를뷰어화면에출력

•지원가능한이미지포맷은 TIFF, JPEG, JPEG2000, BMP 등국제표준규격의이미지형식

•표준 PDF 형식지원

데이터 교정 •업무요건에맞게인식결과값교정및이미지저장처리

백업 및 보고서 작성

•일계표등다양한형태의보고서양식으로인쇄

•필요할경우 Excel, TXT 등과같은문서파일로출력

• CD로백업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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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분증 인식 이미지솔루션 소개

신분증 인식

신분증 스캔 및 인식 솔루션은 신분증 항목별 인식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스킹 기능 지원

개인정보 및

지문정보

마스킹 처리

오류 및 미처리

수기 보정

Image

이미지 저장

② 개인정보 및 지문정보 마스킹 ③ 오류 및 미처리 수기 보정

마스킹 오류

마스킹 수기 보정

① 인식데이터 검증

업무선택 및

신분증 스캔

인식 및

데이터 검증

이미지

암호화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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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모바일 신분증 인식 이미지솔루션 소개

모바일 신분증 인식

모바일 신분증 스캔은 모바일에서 신분증 촬영 및 문자인식 처리 등 다양한 기능 제공

신분증 촬영

집단대출

모바일 신분증 인식

1. 현장방문/고객상담

2. 신분증 수령

현장 방문

1. 신분증 촬영

2. 이미지 생성

3. 이미지 전처리

가이드에 의한 신분증 촬영

1. 문자 인식처리

-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자

2. 개인정보 마스킹

3. 검증 및 교정

4. 이미지 암호화

정보 인식 및 교정

1. 본사복귀 후 서버연결

2. 신분증 이미지

복사 및 관리

3. 이미지 전송 보관

이미지 서버 전송 및 저장

모바일 신분증 인식

내부 네트워크

이미지시스
템

모바일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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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센터집중화 스캔 이미지솔루션 소개

센터집중화 스캔

센터 집중화 스캔환경 구축으로 이미지를 집중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제공

접수등록및
편철/분류

고속스캔

교정내역
검수

데이터
교정/대사

진행현황
모니터링

데이터검수

교정담당자
배정

이미지전송
이미지시스

템

스캔
담당자
배정

오류내역
확인

스캔
담당자

교정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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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정형 컨텐츠 인식 (비정형 컨텐츠 데이터 추출) 이미지솔루션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