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omation Engine 
품질 관리 도구



3

인쇄 전 오류를 발견하십시오. 

GlobalVision은 Esko와의 협력을 통해 최초로 완벽하게 자동화된 품질 관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Esko Automation Engine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초 단위로 교정이 완료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통해 귀사의 전체 교정 과정이 간소화될 
것입니다.

제품 출시 시간이 빨라집니다. 
전체 공정 중 어디서든지 검사를 지원하므로 귀하의 포장재는 
제 시간에 효율적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어떤 오류도 놓치지 마십시오. 
당사의 오류 감지 능력은 점 하나부터 색상 변화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도록 맞춤형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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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오너 및 
포장재 공급사를 
위한 품질 관리
Automation Engine, DeskPack 및 WebCenter를 포함한 

Esko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GlobalVision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오너, 그래픽 아티스트, 프리 프레스 담당자, 품질 

보증 담당자 및 인쇄 담당자가 품질 관리를 위해 

GlobalVisio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회사 

공급
체인망

작업 흐름

검사

사용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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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카피 아트워크 프리 프레스 인쇄

텍스트 그래픽 인쇄

TIFF

WebCenter

DeskPack

그래픽
디자이너

Automation
Engine

프리 프레스
부서

Automation
Engine

인쇄물
공급사

마케팅

법무 그래픽 

라벨 관리 

프리 프레스

품질 관리

인쇄 양산

포장재

인서트

카톤

라벨

리플렛

교정쇄

스캔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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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에 표시하려고 의도했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영양 정보 
텍스트 비교 기능과 규제 의약품 텍스트 승인을 위한 사전 정의형 검사 
기능을 지원합니다.

£ GlobalVision 검사 리포트를 확인 후 아트워크를 양산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프리 프레스 공정으로 되돌려 보낼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 맞춤형 작업 흐름을 구축한 후 귀하의 Automation Engine 작업 흐름  
내에 자동화된 검사 확인 단계를 설계하십시오.

£ GlobalVision 검사 결과는 Adobe Illustrator, Esko 뷰어, 상세 PDF 리포트 
중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행 검사 및 배치 방식 검사를 통해 QC 및 프리 프레스 팀의 작업 효율을 
배가 시킬 수 있습니다.

Automation 
Engine에서 
귀하의 품질 
관리를 위해 
GlobalVision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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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프리 프레스 비교를 위한 유연한 검사 옵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사 승인 PDF 파일, 교정 파일, 하드카피 교정지, 양산을 위해 여러 
판을 앉히거나 터잡기한 파일, 1 비트 TIFF 파일 및 LEN 플레이트 파일 

£ 양산 이전 단계의 인쇄물 확인을 위한 스캔 파일 및 디지털 파일을 모두 
지원합니다.  

£ Esko LEN 파일, Esko ArtPro, Plato 및 Esko에서 정규화된 파일을 지원하는 
유일한 검사 소프트웨어입니다.  

£ Esko 소프트웨어 플랫폼 16에 내장되어 있어 어떠한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 유연한 Automation Engine 프로필 편집기를 이용하여 검사 감도를 
맞춤형 설정하거나 검사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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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당 1,000개의 문자를 교정합니다. 

GlobalVision 텍스트 검사 모듈은 문서, 아트워크 및 포장재 

생성 작업 흐름 내에서 텍스트 정확성을 관리하기 위해 2개
의 다른 포맷의 문서를 비교 검사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문서에 의도되지 않은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오류 확인을 위해 아트워크 파일 내 그래픽을 픽셀 대 
픽셀 대비 비교 검사합니다.

1개 혹은 복수의 샘플 파일을 승인된 마스터 파일 대비 
비교하여 단 하나의 작은 차이점도 감지합니다. 파일 내 
그래픽 이미지가 동일한지 그리고 의도된 대로 편집되었
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드카피 교정지와 인쇄물을 승인된 디지털 아트워크 

대비 비교 검사합니다. 

당사의 인쇄 검사 모듈은 귀사의 포장재 교정쇄, 카톤 및 

여러 판을 앉힌 프레스 시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오프라인 샘플 검사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떤 오류를 감지할 수 있습니까? 

텍스트 검사

그래픽 검사

인쇄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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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를 자동 판독하고 품질 등급을 검증합니다.  
PDF 파일 혹은 인쇄물의 바코드를 검사하여 품질을 
검증하고 산업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완벽한 정밀도로 PDF의 철자를 검사합니다. 

다국어 및 귀사 맞춤형 용어에 대한 철자 검사를 

이용하여 단 하나의 실수도 놓치지 마십시오.

점자의 정확성 검사를 위해 내용을 번역하고 

차이점을 검증합니다. 

GlobalVision 점자 검사 모듈은 점자를 감지하
여 선택한 언어로 번역합니다.

 

What kind of errors can you detect?

바코드 검사

점자 검사

철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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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Engine에 통합된 GlobalVision 

품질 관리 티켓은 파일 정확성을 확인하는 매우 

뛰어난 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용이 쉽고 기존 작업 공정에 통합되어 있어 

작업자들이 사용하기에 더욱 좋았습니다. 

이는 프리 프레스 품질 관리 공정에 대한 일대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Bemis 사의 프리 프레스 관리자

‘‘
‘‘



Esko에서 GlobalVision 
품질 관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문의 

GlobalVision Certified Distributor
신광제이엔케이 연락처 

전화  02.2624.3448

이메일 info@skjnk.com

상세 정보 확인은

www.skjnk.com/gv-es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