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TO 

HYPERSCIENCE
지능형 문서 처리(IDP-Intelligent Document Processing)



현황

According to Deloitte:*

“73% of organizations 
worldwide have already 
embarked on a path to 
Intelligent Automation...”

기업은 고객 및 기타 조직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사용하기 위해 매년 600 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양식에 수기로 입력된 정보
#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 문서

# PDFs

인보이스,주문서, 발주서,신청서,청구서등

# 표준화가 어려운 스캔문서와 팩스문서



현실의 한계



하이퍼사이언스 솔루션



처리 플로우

CLASSIFICATION EXTRACTION HUMAN-IN-THE-LOOP

EXCEPTION-HANDLING

VALIDATION ENRICHMENT

NPUT OUTCOME



작동 구조



기대 효과 – 도입 전
THE AUTOMATION VS. ACCURACY TRAD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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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도입 후
HIGHER AUTOMATION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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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사이언스의 AI엔진은
고객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자동화률을 높입니다.



사례 1

실제 비교 검증 사례



사례 2

실제 비교 검증 사례



사례 3

실제 비교 검증 사례



검증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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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ing the highest levels of 
accuracy and automation.

Our tech outperforms competitors,
Automation rate for 99.5% accuracy 

SLA and assuming humans are

100% accurate. Competitors’ 

actual automation rates will

be worse in production.

Machine-only benchmarks, 

assuming no human-in-the-loop.

*

†



고객의 목소리

[ Cheaper ][ Better ] [ Faster ]
67% 정확성 증가 5배 이상의 처리 속도 증가 80% 비용 절감

"I'm getting near 100% 

extraction at really high 

accuracy. In the 5 years 

I've been here,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n't heard 

complaints about 

extraction.”

[ Global Insurer ]

"Hyperscience is the magic 

behind the curtain here."

[ Financial Services Firm ]

"Before Hyperscience, one 

data-keyer was transcribing 

3 forms per day… after 2 

months in production they’re 

doing 

25 per day!"

[ Legal Services Firm ]

"We got a bunch of people 

for this job because we 

thought we'd need them, but 

we've had to reassign those 

people to unrelated work."

[ Fortune 500 Financial 

Services Firm ]



도입 사례

83.3%

70% 
데이터 수동

입력 시간 감소

3-5배 ROI,

4-6개월이내에
투자 비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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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차별화 요소

2 3 41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정확도와 자동화 비율은
수많은 레퍼런스에서
검증되었습니다.

대체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코드 없는 플랫폼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게
설계되었습니다.

조직의 모든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의
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과 몇시간이내에 PII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온 프레미스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지원합니다.

내장된 QA 매커니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정
정보를 반영하여 정확성을
높여주고 사람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줄여 줄입니다.

이 "신뢰의 정확성"을 통해
고객은 사람의 개입없이
더 많은 정보를 추출 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 기술 – 워크플로우



차별화 기술 – 자동분류

• 전처리(분류) 작업이 필요 없는
자동 문서 분류

• 문서들의 유사도 별로
그룹핑하여 맵핑



차별화 기술 – VPC(VISUAL PAGE CLASSIFIER)

• 문서를 올바르게 분류하는
것은 올바른 추출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 양식에서 각 개체의 중간점을
찾아 이를 활용하여 왜곡 또는
늘어나거나 선명하지 않은
이미지의 문서라도 정확하게
문서를 분류해 내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문서들을 학습하여 빈 문서의
템플릿을 생성하여 문서를 자동

분류합니다.



차별화 기술 – 필드 속성 학습 AI

필요한 정보만 정확한 추출
불필요한 데이터는 제외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정확하게 추출

문장 구조 AI 학습
주소 필드의 경우 구조를 학습해서
앞쪽에는 숫자가 나오고 중간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으므로 숫자 1과 매우 유사한
소문자 ll을 문자로 인식

필드의 속성 학습
글자를 인식하는 방식이 아닌
아닌 필드의 속성 및 의도를
학습하는 5년간 검증된 학습 엔진

박스를 벗어난 문자 인식

GENERAL ELECTRIC

123 ELECTRON STILL HILL ST

RWE LLC

123-45-6789



차별화 기술 – 해상도 비종속



차별화 기술 – 뛰어난 수기 인식



차별화 기술 – 뛰어난 수기 인식(계속)



차별화 기술 – QA를 통한 정확도 지속적인 상승

• 내재된 샘플링 검사 및 QA를
통한 학습으로 정확도 향상

• 필드 레벨의 Confidence 제공

• MVT (Model Validation Task)

• 기계와 휴먼의 최적 조합을
극대화한

• Human In The Loop

HINESTANNER@WHEELER.COM

Teacher special educational needs



주요 차이점-IDP Vs. OCR Vs. ICR

Categories Hyperscience IDP OCR ICR

Text Types
Handwritten text, cursive, machine-type

d
Machine-typed text Handwritten text

Text Parameters Free form, cursive Constrained - characters separated into individual boxes

Extraction Field level with context Character by character with no context

Accuracy Measuremen

t
Field level Character level

Image Quality < 100 DPI 300 DPI +

Classification
Machine Learning tackles low DPI, disto

rted/skewed images
Rules-Based - struggles with low DPI or other common doc imperfections

Image Correction Yes No

Pre-Sorting No Yes - needs separate engines for print + handwriting



Hyperscience Legacy Tech Big Tech RPA OCR

Classification

Extraction

Built-In Quality Ass

urance

Target Accuracy

Human-in-the-Loop

Reporting

비교



하이퍼사이언스는 지능형
문서인식 (IDP: Intelligent 
Document Processing) 
시장의 새로운 강자입니다. 

*Preliminary, confidential draft for discussion

$300M
3억불 투자 유치

300+
글로벌 임직원

뉴욕, 런던, 소피아, 베를린,

뮌헨, 토론토, 호주, 인도,

한국

AI 100

Everest Group 
(21)

CB 
Insights (21)

IDP PEAK Matrix

Major Con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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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 2022



고객 성공 사례

Fidelity 자산운용
(미국)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보험
(미국)

Charles Schwab 투자증권
(미국)

QBE Insurance Group 
(호주)

보훈부
(미국)

The Guardian Life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미국)

2022



고객 문서 처리 건수

16백 만장 1.5억장 6억장



Thanks for Your 
Attention

Always will do our b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