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면인식 기반 인증 솔루션
알체라 AI 인증솔루션으로
금융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하세요.

Make your AI dreams a Reality
우리는 AI 기술로 모든 카메라를 똑똑하게 만들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알체라는 국내 인공지능(AI) 영상인식 분야의 선두주자로써 영상인식 인공지능,
증강현실, 영상 데이터 제작을 전문으로 얼굴 인식, 사물 인식,
화재 감지 기술과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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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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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영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

국내 최다 AI 영상인식
레퍼런스 확보

Accelerate Finance Digital Transformation,
with AIIR ID, AI Verification Solution
알체라 AI 인증솔루션 (AIIR ID)으로 금융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하세요.

이미 많은 금융권 고객들이 알체라와 함께 디지털 금융혁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객 사례] 토스 Seamless한 고객 서비스 경험(UX) 구현을 위한 AI 인증 활용
알체라의 얼굴인증 솔루션 도입으로

온보딩(회원가입), 계좌개설 등에서의 복잡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이탈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Why 알체라 AI 인증 솔루션 (AIIR ID)?

국내 �위, 글로벌 top 수준의 안면인식 기술력을 기반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에도 강력한 보안을 자랑합니다.
글로벌 Top 수준의 빠르고 정확한 AI 안면인식 기술력

�위

국내 �위, 글로벌 ��위

글로벌 최대 얼굴인식
테스트 (NIST) 기준 (����.��)

��%

��%의 정확도

마스크 착용, 얼굴 노화, 조명/배경
관계없이 정확한 얼굴 인식 가능

�.�초

�.�초에 ���만명 스캔
이동 중 멈춤 없이도
빠른 얼굴 스캔 가능

딥러닝 기반의 강력한 위변조방지 기술
다양한 카메라 환경(Depth, IR, RGB)에서의 얼굴 위변조 판별이 가능합니다.
AIIR ID 위변조방지 기술

얼굴정보 도용 목적의
스푸핑(Spooﬁng)

안면데이터 Liveness check

동영상 공격

IR 카메라

사진 공격

Depth 카메라

�D 마스크 공격

RGB 카메라

고도화된
위변조방지 기술로
금융거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알체라 AI 인증 솔루션 도입 기대효과
Safe & Trustworthy

Client
Onboarding

Transaction
Monitoring

활용범위

Customer
Screening

Payment
Screening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고객과
연관된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Convenient & Intuitive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 및 고객사의 불편을 줄입니다.

Rapid & Precise

세계를 선도하는 Alchera의 안면인식 알고리즘과
위변조 방지 기술은 정확하고 빠른 본인인증을 도와
범죄를 예방합니다.

AIIR ID – eKYC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AIIR ID- eKYC

알체라의 eKYC서비스는 모바일 및 웹 환경에서 편리한
온보딩 경험을 제공하고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AI 기반 고객 신원 확인 서비스입니다.
eKYC(Know Your Customer)는 모바일 혹은 웹을 통한 비대면 환경에서의 고객신원확인절차로
�) 신분증을 통한 개인신원 확인과 �)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본인인증의 두가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사용자 정보 입력

신분증 촬영
OCR

본인 얼굴 촬영

안티스푸핑
(위조 방지 기능)

데이터 검증

인증 완료

신분증 인증

얼굴 매칭

eKYC - 금융권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필수 요소

신원도용으로 인한 사기방지

딥러닝 기반 강력한 Liveness detection
기술로 결제 사기 및 금융 범죄 차단

신속하고 안전한 계좌 개설

고객 만족도 증가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간소화된 신원 확인 프로세스로
고객의 편의성 개선

고객환경에 맞는 eKYC 서비스 구현 가능
SaaS형

구축형(On-premise)

AIIR ID – Face Match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
AIIR ID-Face Match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AI 얼굴인식기술을 활용,
고객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사진과 신분증 발급기관에
등록된 사진을 대조하여 신분증 진위 여부를 판별합니다.
(*����년 연내 도입 예정)

정부기관 (외교부, 행안부-예정) 신분증 DB 서버에 저장된 사진 정보의 특징값과 고객 신분증에서
추출된 사진 특징값을 매칭하여 진위여부를 알려줍니다.
신분증 촬영

신분증 진위확인
프로세스

고객

➀ 신분증 스캔
➁ 스캔된 신분증에서 얼굴 특징 추출

➂ 추출된 특징 전송

➃ 원본사진 얼굴 특징 추출

➆ 진위여부 확인

➅ 진위여부 확인결과 전송

➄ 스캔 사진 얼굴 특징과
원본사진(신분증 사진 DB) 얼굴 특징 비교

은행 : Client & Server

금결원

신분증 발급 기관

다수의 �금융권 고객들이 인정한 신속/정확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사기 금융거래 방지

위변조 및 도난된 신분증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

높은 얼굴인식 정확도

고도화된 AI 엔진과 딥러닝으로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 대비, 빠르고 정확한 인식

우수한 보안성

안면정보 암호화 및
분산저장으로 보안성 확보

외교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의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얼굴(사진) 인증 업체
여권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외교부가 시행한 BMT(Bench Marking Test) 에서 국내 �위 (����.��)
외교부 여권사진 DB 서버에 당사 솔루션 탑재,

다수의 은행에 계좌개설등에 필요한 여권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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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lchera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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