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 
49 Daewangpangyo-ro 
644 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Email: sales.isk@itextpdf.com 
Tel: +82 31 627 7813 

 

 

 

AMERICAS, OCEANIA 
265 Medford Street 
Suite 500 
Somerville, MA 02143 
USA 
 
Email: sales.isc@itextpdf.com 
Tel: +1 617 982 2646 

EMEA 
AA Tower 
Technologiepark-Zwijnaarde 122 
9052 Gent (Zwijnaarde) 
BELGIUM 
 
Email: sales.isb@itextpdf.com 
Tel: +32 9 298 02 31 

ASIA 
Republic Plaza 
9 Raffles Place, Level 6, Republic Plaza 1 
Singapore 048619 
SINGAPORE 
 
Email: sales.isa@itextpdf.com 
Tel: +65 6932 5062 

iText, 스캔 문서의 텍스트를 인식하여 편집 

가능한 PDF로 변환해 주는 강력한 

오픈소스 제품 iText pdfOCR 출시 
iText Group NV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소프트웨어 제품 라인에 Tesseract OCR 

엔진의 힘을 활용하는 신제품의 출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벨기에 겐트 - 2020년 6월 23일. PDF 라이브러리 및 솔루션 업계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선두업체이자 혁신업체인 iText Group NV는 오늘 

수상 경력에 빛나는 소프트웨어 제품라인의 최신 제품인  iText pdfOCR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iText pdfOCR은 잘 알려진 iText 7 PDF SDK 라인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광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스캔 문서와 

이미지에 인쇄된 텍스트를 완전히 검색 가능한 PDF/A-3u 호환 형식(PDF 버전 

1.7)으로 변환하여 해당 텍스트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시스템에서 텍스트를 읽지 못한다면, 인쇄 또는 스캔된 문서를 검색, 

인덱스,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논리적 후속 작업으로는 iText pdf2Data를 

통한 데이터 추출, iText pdfSweep을 통한 보안 콘텐츠 수정 또는 iText 

pdfCalligraph를 통한 다언어 문서 재생성이 있습니다. 하위 코드 문서 

생성기인 iText DITO®로 데이터 용도까지 변경한다면 완벽한 제품 라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iText pdfOCR 추가 기능은 Tesseract OCR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100여 가지 언어를 지원하는 Tesseract는 원래 Hewlett-

Packard(1985년)에서 개발했으며, 2005년 Apache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출시되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Google의 후원을 받아 개발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가속화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한 

여러 기업들은 기존 데이터와 새 데이터의 액세스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문서 업계의 

mailto:sales.isk@itextpdf.com
mailto:sales.isc@itextpdf.com
mailto:sales.isb@itextpdf.com
mailto:sales.isa@itextpdf.com
www.itextpdf.com
www.itextpdf.com
www.itextpdf.com
www.itextpdf.com
www.itextpdf.com
www.itextpdf.com
www.itextpdf.com
www.itextpdf.com
www.itextpdf.com
www.itextpdf.com
www.itextpdf.com
www.itextpdf.com


EAST ASIA 
49 Daewangpangyo-ro 
644 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Email: sales.isk@itextpdf.com 
Tel: +82 31 627 7813 

 

 

 

AMERICAS, OCEANIA 
265 Medford Street 
Suite 500 
Somerville, MA 02143 
USA 
 
Email: sales.isc@itextpdf.com 
Tel: +1 617 982 2646 

EMEA 
AA Tower 
Technologiepark-Zwijnaarde 122 
9052 Gent (Zwijnaarde) 
BELGIUM 
 
Email: sales.isb@itextpdf.com 
Tel: +32 9 298 02 31 

ASIA 
Republic Plaza 
9 Raffles Place, Level 6, Republic Plaza 1 
Singapore 048619 
SINGAPORE 
 
Email: sales.isa@itextpdf.com 
Tel: +65 6932 5062 

리더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의 선두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모두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현 시점에 PDF 라이브러리에 최신 

제품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iText pdfOCR의 OCR 기능 덕분에 

데이터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기업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라고 iText Group NV의 김연수 대표는 전했습니다.  

 

"iText는 우리의 오픈소스 루트에 충실하면서, 오픈소스 Tesseract OCR 

엔진을 기반으로 iText pdfOCR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백만 

사용자들과 고객들이 인정하는 가치인 오픈소스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발자들은 PDF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신제품을 통해 지금까지 이용할 수 

없었던 문서 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iText의 최신제품을 

통해 스캔 파일에 잠겨 있던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디지털 워크플로 기능을 

확장하고 개발자 자신이나 최종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 또는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iText Group NV의 제품 & 마케팅 담당 

부사장 겸 iText Software Belgium의 총책임자인 Tony Van den Zegel은 

말했습니다. 

iText pdfOCR의 적용 분야는 다양합니다. 과거 문서의 보관, 법률 문서의 번역, 

온갖 종류의 실제 신청서와 청구서 처리 시 자동 데이터 입력 및 다른 
방법으로는 편집이 불가한 인쇄 또는 스캔 문서의 정렬 등이 그 예입니다. 

2020년 7월 9일에 라이브 데모에 접속해 주세요. 자세한 정보는 

www.itextpdf.com/events에서 확인하세요. 

iText 소개 

iText는 혁신적인 PDF 소프트웨어 분야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수상 경력에 빛나는 iText의 오픈소스 및 상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층 기반으로는 기술, 금융, 관광, 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의 많은 Fortune 500대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정부 기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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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iText는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미국 보스턴에도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www.itextpdf.com 
 

언론보도 담당 연락처: 

Karien Pype 

글로벌 마케팅 담당(Global Lead of Marketing) 

iText Software 

Karien.pype@itextpdf.com 
+32 473 93 22 79 

Press release on www.itextpd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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