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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바이오인식 원천 기술을 보유한 슈프리마는 업계를 선도하는 지문인식 기술과 얼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출입통제, 근태관리, 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사가 가장 혁신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뛰어난 품질에 기반한 프리미엄 브랜드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2위,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 점유율 1위,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으며 세계 50대 
보안제조사 랭킹에 등재된 바이오인식-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Global Leading
Provider of
Security Solutions



설립연도

전세계 사용자 수

정부 프로젝트 참여

지속적인 성장

설치된 장비 수

특허 및 지적재산권

EMEA 시장점유율

글로벌 네트워크

재무 건정성

2000

10억 +

23개국

20%
(CAGR 2016-2019)

150만 +

100 +

1위

140개국

A+
(한국신용평가원)

숫자로 보는 슈프리마



바이오인식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응용 솔루션 및 제품 개발

출입보안 및 근태관리 지문인식시스템, 얼굴인증 및 모바일 카드 솔루션, 비접촉 발열감지 솔루션 등

BioSign
스마트폰용 지문인식 알고리즘 솔루션인 BioSign은 스마트폰의 화면 후면에 지문센서를 장착하기 위한 
언더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의 핵심기술로 자체 개발된 고유의 기술.
고난이도의 언더디스플레이 지문센서에도 뛰어난 인증 성능과 속도를 제공하여 갤럭시 S20, Note20 
등 다수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 공급 중

BioStar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인증 기능
출입통제 및 근태관리 솔루션인 BioStar 2는 지문얼굴카드 모바일 QR 인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솔루션
으로 REST 기반의 개방형 API를 지원하고 있어 다른 솔루션과의 유기적인 통합이 가능

딥러닝 기반의 퓨전 매칭 얼굴인식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IR 기반의 얼굴인증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새로이 적용한 Visual 기반의 얼굴인증기술을 
융합하여 기존 IR 기반 인증이 가지는 용량의 한계와 기존 Visual 기반 인증이 가지는 위조 얼굴 검출의 한계를 
극복, 슈프리마 고유의 퓨전 매칭 기술을 구현

주요 사업 분야

Biometric Solution

BioStar Platform



슈프리마 채용안내

Biometrics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통합보안솔루션 기업인 슈프리마에서 아래와 같이 인재를 
모집합니다. 

* 역량에 따른 업계 최고수준 대우

1) 지원자격: 자연계/이공계 전공 석사 학위 과정에 있거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전문연구요원 신규편입 대상자 (현역 입영 대상)
                       * 기 복무 중인 자 및 35세까지 의무종사를 마칠 수 없는 자는 제외

2) 채용일정: 연중 수시모집

1. 일반 수시채용

2.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모집 요강

알고리즘 개발

Biometrics 제품 적용 영상 처리/패턴인식 알고리즘 개발

▪자격요건
영상처리/패턴인식/컴퓨터비젼 분야 전공
영상처리/패턴인식/컴퓨터비젼 알고리즘 개발 경험(C/C++)



1) 지원자격:   -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재학중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지원내용

슈프리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3. 산학 장학생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통

수혜 기간 1학년 1학기부터 최대 2년 최대 3년

-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
  (년1회 100만원 한도 실비)

- 연구과제 멘토링

수혜 금액 1,800만원/연간
(150만원/월)

2,400만원/연간
(200만원/월)



Suprema Systems UK Ltd Suprema Europe S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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