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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와 근태관리
 다양한 출입통제와 근태관리 기능을 
지원하며, 모바일 카드도 지원합니다. 

중앙 집중형 시스템   I   출입통제 근태 리 

CoreStation 사양
CPU 1.4 GHz Octa Core
메모리 8GB Flash + 1GB RAM
최대 사용자 500,000 (1:1), 100,000(1:N)
최대 템플릿 1,000,000(1:1), 200,000(1:N)*
최대 텍스트 로그 5,000,000(text)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 OSDP V2
이더넷 10/100Mbps, auto MDI/MDI-X
RS-485 5ch
Wiegand 4ch input
릴레이 4 relays
TTL 입력 8ch (Supervised input selectable)
TTL 출력 8ch
AUX 입력 2ch (AC Power Fail, Tamper)

단순한 숫자가 아닌 CoreStation 그대로의 성능

•  400,000회 지문 매칭을 1초 이내에 수행

•  500,000명 사용자 및 RFID 카드 정보 저장

•  텍스트 로그를 5,000,000개 저장

•  132개 Wiegand 장치를 제어 (DM-20 연결 필요)

•  64개 RS-485 장치를 제어

•  8개 장치에서의 동시 지문 인증을 1초 이내에 처리

슈프리마의 CoreStation과 리더는 출입 제어 장치(ACU) 기반 시스템인 중앙 집중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슈프리마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은 바이오인식의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상된 보안과 뛰어난 시스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렴한 설치 비용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BioStar 2와 결합한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이름, ID, PIN, 출입 권한, 지문 데이터와 같은 모든 정보를 하나의 장치에 저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슈프리마의

지능형 바이오메트릭 콘트롤러인 CoreStation은 RFID 카드 뿐만 아니라지문 매칭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바이오메트릭 컨트롤러이며, 월등한 하드웨어 성능과 

뛰어난 확장성을 제공하는 4채널 모듈로 차별화된 성능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엘리베이터 제어
사용자에게 층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의 층 버튼을 
제어합니다. 

뛰어난 확장성
여러 공간이 나뉘어 있는 연구소나 
호텔과 같은 건물도 하나의 
CoreStation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인증
8개의 장치에서 동시에 인증을 하더라도
1초 이내에 인증이 가능하며, 초당 
400,000회의 지문 매칭을 수행합니다. 

다중 출입문 보안 I/O 모듈
DM-20

지능형 바이오메트릭 컨트롤러
CoreStation

CoreStation 전용 함체
ENCR-10

옥외형 콤팩트 RFID 리더
XPass D2

콤팩트 지문인식 리더
BioEntry R2

다중 출력 모듈
OM-120

액세서리지원 제품



BioStar 2 Platform 
BioStar 2는 출입통제와 근태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웹 기반 개방형 통합 보안 플랫폼입니다. 모듈 방식의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가진 이 플랫폼은 

슈프리마의 단말기를 타사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한 BioStar 2 Device SDK와 BioStar 2 플랫폼의 기능을 타사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한 웹 API를 모두 지원합니다. 

또한, BioStar 2 Mobile 앱은 모바일 시대에 어울리도록 BioStar 2 플랫폼을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분화된
사용자
정보 등록 

향상된 
모니터링 
기능 

손쉬운 
근태 규칙 
설정

다양한 
기능의 
근태관리 
보고서 

BioStar 2

고객 맞춤형 시스템 구조
중앙 집중형 시스템과 분산형 시스템을 
동시에 지원하여 최적의 시스템 제공 가능

시스템 통합 지원
RESTFul 웹 API를 이용한 플랫폼 통합과

SDK를 이용한 하드웨어 통합을 모두 지원
(BioStar 2 API, BioStar 2 Device SDK)

최적의 출입통제 솔루션
출입문 제어, 엘리베이터 제어, 다양한
구역 제어, 모니터링 기능뿐만 아니라 
서버 매칭,  비디오 로그, 이미지 로그, 
감사 추적과 같은 출입통제의 모든 
기능을 지원

유연한 근태관리 솔루션
다양한 근무 규칙을 설정과 함께 맞춤형

근태 보고서 생성이 가능하며,  고정/유연
근무 설정과 출퇴근 기록 캘린더뷰 지원

비디오 로그 지원
NVR과 IP 카메라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이벤트가 발생할 때 영상을 녹화하며,  
모니터링 가능

원격 제어, 모바일 카드
BioStar 2 Mobile 앱을 이용한 
사용자 등록, 실시간 알람, 출입문 
제어뿐만 아니라 모바일 카드 
인증도 지원 



분산형 시스템은 IP 단말기와 리더가 컨트롤러와 리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말기로 사용자 관리, 출입통제 관리, 바이오인식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슈프리마의 IP 단말기와 리더는 간편한 시스템 구성과 분산형 관리 기능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간편한 배선과 저렴한 설치/유지보수 비용의 장점도 
제공합니다.

분산형 시스템   I   출입통제 근태 리  

지원 제품

얼굴인식 출입근태 단말기
FaceStatio 2

트 지문인 기
BioE tr P2

옥외형 지문인식 출입근태 단말기
BioStatio 2

지문인식 출입근태 단말기
BioStatio A2

지문인 출입통제 기
BioE tr Plu

다중 출 모
M 2

지문인식 출입근태 단말기
BioStatio 2

IP RFID 기
a S2

IP RFID 기
a

옥외형 지문인식 출입근태 단말기
Bio ite N2

출입문 보 트 모
Secure I 2

형 지문인 출입근태 기
Bio ite Net

형 지문인 출입통제 기
BioE tr 2

엘리베이터 제어
사용자에게 층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의 층 버튼을 제어합니다. 

출입통제와 근태관리
다양한 출입통제와 근태관리 기능을 지원하며,
모바일 카드도 지원합니다. 

뛰어난 성능과 비접촉 인증
세계 최고의 바이오메트릭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며, 
FaceStation 2는 비접촉 인증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간편한 시스템 연결과 유지보수 
분산형 시스템은 간편한 시스템 연결과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BioStar 2 Mobile은 스마트 기기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BioStar 2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BioStar 2의 웹 API를 기반으로 개발된 BioStar 2 Mobile은 사용자 정보 등록, BioMini를 이용한 지문 등록, 출입문 제어, 실시간 출입문 및 구역 상태 알림,

출입통제 이벤트 모니터링과 같은 모바일 시대에 어울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BioStar 2에서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 카드는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이며, 가장 편리하고 혁신적인 모바일 출입통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BioStar 2 Mobile

원격 사용자
등록

출입통제 이벤트 
모니터링 

실시간 출입문 및 
구역 상태 알림

모바일
카드

원격 출입문
제어

BioStar 2 Mobile Card

Admin Internet

모바일앱 또는 PC에서
모바일 카드 발급

바로 사용 가능한
BioStar 2 모바일 카드

BioStar 2 Server On-Premise

iOS와 안드로이드
호환성

Bluetooth Low Energy

B E를 통한 A roi 통
화 AES 2 bit 알고리 에 의한 이터 통 보

Near Field Communication

NF E를 통한 A roi 통
화 AES 2 bit 알고리 에 의한 이터 통 보

Bluetooth Low Energy

B E를 통한 i S 통
화 AES 2 bit 알고리 에 의한 이터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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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Station 2 BioLite N2BioStation A2 BioStation L2

BioEntry W2 BioEntry P2 BioEntry R2 XPass D2Xpass S2

BioSt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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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tar 2 라이선스 정책
출입통제 라이선스 *BioStar 2.6.0 적용

근태관리 라이선스

기 무 근태 리 라이 스

근무 규칙 수 무제한 무제한

스케줄 수 무제한

스케줄당 사용자 수 무제한

근무 규칙 종류 고정 근무 유동 근무 고정 근무 유동 근무

캘린더뷰

비디오 로그 라이선스

기 무 비디오 라이 스

비디오 로그

스 터 무 베이 스 다드 어드벤스 로 터 라이

사용자

사용자당 최대 카드 수

사용자당 최대 지문 수

사용자 자동 동기화

액세스 온 카드

보안 크리덴셜 카드

iCLASS Seos 카드

비활성화 사용자 보고서

커스텀 필드

출입통제

최대 연결 장치 수

출입문 수 2

최대 출입 등급 수 2 2 2 2 2 2

최대 출입 그룹 수 2 2 2 2 2 2

사용자당 최대 출입 그룹 수

출입 등급당 최대 출입문 수 2 2 2 2 2 2

출입 그룹 자동 동기화

엘리베이터 제어

최대 엘리베이터 수

엘리베이터당 최대 층 수 2 2 2

최대 층 등급 수 2 2 2 2 2 2

구역

안티패스백 출입문 출입문

화재 경보

스케줄 잠금 / 잠금 해제

경비 구역

인터락 구역

소집 구역

고급 기능

대시보드

클라우드

서버 매칭

감사 추적

일광 절약 시간

이중 인증

모바일 카드 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