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 Suprema.
Open Your Future.

Global No. 1
in Biometrics and Security

세계 최고의 바이오인식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보안 전문기업 슈프리마
슈프리마는 늘 젊고 새로운 것을 지향하며 도전과 창의, 그리고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세계 1등

기업이 되고자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만들며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들에게 슈프리마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

숫자로 보는 슈프리마
World’s 1st
150개국

세계 150개국 파트너 및 네트워크

80+

80개 이상 글로벌 보안회사 솔루션과 Integration

To p 5 0
출입통제·통합보안 시스템

바이오인식 근태관리 솔루션

· 개방형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지문 / 얼굴인식 출입통제 장비
· RFID 및 모바일 크레덴셜

· 지문 / 얼굴인식 단말기

· RFID 및 모바일 크레덴셜

세계 최고 얼굴인식 작동조도 - 최대 30,000 lx
세계 최고 지문인식 인증속도 - 15만명/초
FVC(Fingerprint Verification Competition), MINEX Test 1위

세계 50대 보안 제조사 2010-2017 (매출액 기준, A&S Security 50)

200만+

150개국 200만개 이상 장소에 설치된 바이오인식 장비

10억

전 세계 10억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 중인 바이오인식 기술

1위

EMEA(유럽/중동/아프리카) 시장점유율 1위
국내시장 점유율 1위

바이오인식 선두주자

· Ranked No.1NIST MINEX Test 1위 (미국 국립표준원 지문호환성 테스트)

· FBI IQS Appendix F인증 FBI IAFIS의 최고품질 이미지 (Appendix F) 인증 획득
· 인도 정부 UID 프로젝트 최종 STQC 인증획득

· Fingerprint Verification Competition(세계 지문인식 대회) 1위

ID·신원확인 솔루션

전자여권·출입국관리 솔루션

· 전자주민증, 전자투표, 범죄자 감식,

· 출입국심사, 신원확인 솔루션

· 입력 및 인증용 지문 스캐너 장비
출입국 심사 등

· 전자여권 및 ID카드 스캐너

슈프리마 경영실적

17.8 CAGR

% 최근 5년간

매출액(억원)

688

658

519

%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억원)
매출총이익(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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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4%

· 스마트폰 지문인식 솔루션

·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Top-tier 스마트폰에 탑재

지문인식 임베디드 모듈
· 지문인식 코어 알고리즘

· 초박형 지문인식 센서기술
· 세계 최고의 시장점유율

7

%의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

부채비율

모바일 지문인식 솔루션

2016

코스닥 상장기업 평균

7%

슈프리마

* 2016년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총이익은 슈프리마와 슈프리마HQ의 총합으로 계산됨

2010

2012

해외 거래 업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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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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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
2016년

www.supremainc.com

기업 문화

인재상
열정

자기주도

창의

도전

합리적인 태도와 근성을 가지고 완수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통찰력과 호기심 및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여 성과물을 창출한다.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필요한 일을 스스로 찾아 실행한다.

경험하지 못한 부문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다.

전문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직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FUN with us

복리후생

젊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해외 워크샵, 문화/레저활동 지원

GROW with us

세계 최고의 기술력 · 업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 · 높은 사업 성장성

SHARE with us

주 4.5일제 근무,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복리후생, Profit Sharing 제도

전 임직원 ‘4.5일 근무제’

전 직원 연차소진율 92%

자기 계발비 ‘연 120만원’

가족동반 국내/해외 워크샵

최대 5억 ‘무이자’ 주택마련 대출 지원

국내 유명 리조트 이용지원
www.supremainc.com

Suprema Middle East FZCO

Suprema Inc. Brasil

Suprema France SARL

E: sales_me@supremainc.com

E: sales_br@supremainc.com

E: sales_eu@supremainc.com

Suprema Systems Germany GmbH

Suprema NA

Dubai Airport Freezone Building 2 E
PO Box: 371157

Suprema U.K

9 New Street Chamber, 67a New Street,
Birmingham. B2 4DU
E: sales_uk@supremainc.com

Rua Apeninos, 429, SL 415, Paraíso, São
Paulo, SP, Brazil, Zip code: 01533-000

Königsallee 14, 40212 Düsseldorf
E: sales_eu@supremainc.com

366 ter, rue de Vaugirard - 75015 Paris

5799 YONGE STREET SUITE 603
TORONTO ON M2M 3V3
E: sales_na@supremainc.com

슈프리마

135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타워 17층

채용문의 031-710-2418 I hr@suprema.co.kr I www.suprema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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