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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리마 비접촉

발열감지 솔루션

주의: 슈프리마 발열감지솔루션은 열화상카메라와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높은 피부온도
(Elevated Skin Temperature)를 감지하는 방역용 장비이며 질병 진단용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개
인별 정확한 체온측정을 위해선, 식약처 인증을 받은 체온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소지
한 의료전문가를 통해 발열이 질병의 증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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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tric 출입보안분야 세계 1위 기업

국내 기업으로 Global 시장 선두 기업

세계 50대 보안업체 9년연속 선정 (A&S Mag)

KOSDAQ 상장 기업

출입통제 •
통합보안시스템

Biometric
근태관리시스템

지문
임베디드모듈

모바일 지문인식
솔루션

Galaxy
S10, 20

GLOBAL No.1 in 
Security and Biometrics



드디어 밝혀지는 중국산 제품의 민낯

출처 : YTN 보도자료

구청에 설치된 얼굴인식 체온측정기, 사진 갖다 대자…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041731447624

불법 체온계, 판매업체 우후죽순… 다중이용시설 곳곳에 설치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080533006414

“정확한 체온측정 불가… 3백만원짜리 온도계일뿐”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090436058995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896754?cds=news_edit

Fact Check

드디어 밝혀지는 중국산 제품의 민낯



정상온도
출입허용

정상온도
출입허용

일부 중국산 제품은 사진출력물, 스마트폰사진, 열화상 카메라 가림에도 인증과 출입허용 / 방역과 보안 치명적 약점

사진출력물 정상온도 판정 스마트폰사진 정상온도 판정 열화상 카메라 가려도 정상온도 판정

A사 B사

사진출력물 스마트폰사진

인증시도

이것이, 중국산 발열제품의 진짜 성능입니다



발열체크와 출입통제

기능을 동시에 운영

피부온도체크 및 출입 로그 저장

발열 체크 이상 자에 대한 인증 불가

기능 (Alarm 발생)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식별

고해상도의 열감지 카메라 탑재

위조얼굴검출 기능의 안면인식

출입통제 ∙ 근태관리 동시지원
열화상 카메라 모듈

카드인증 (일반 출입카드 연동)

4인치 터치LCD (발열/얼굴인증 UI)

IR카메라 및 Visual 카메라

(위조검출기능 주요 부분)

안심하세요, 국내1위 슈프리마가 만듭니다. 

열화상 카메라 모듈

카드인증 (일반 출입카드 연동)

7인치 터치LCD (발열/얼굴인증 UI)

IR카메라 및 Visual 카메라

(위조검출기능 주요 부분)

FaceStation 2 (Model FS2-DT10-KR)

FaceStation F2 (Model FSF2-DBT10-KR)



Camera Lens Thermographic

Sensor

Thermographic

Imaging

Face

Detection

세계가 인정한 얼굴인증 알고리즘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받은 얼굴인식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 얼굴부위를

정확히 검출하여 피부온도측정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19,200픽셀)

19,200 pixel의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와

적외선(IR)카메라를 탑재하여 오차범위 ±0.3°

(36.0°~45.0°구간, KOLAS시험성적서) 이내의

정확한 온도측정 퍼포먼스 구현

국내1위 슈프리마 정밀한 온도측정 알고리즘



국내1위 슈프리마 신뢰성높은 온도측정 정확도

KOLAS 교정성적서
(오차범위±0.3, 36.0°~45.0°구간)

국제 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KOLAS)로 국제인증기구가 인정한

전문 시험기관에서 해당제품을 시험하여 측정기 교정결과 양호한

상태로 판명된 경우에는 교정성적서를 발급하고, 측정기에는

교정필증 및 스티커(라벨) 부착하여 교정 실시 여부를 증명하게

됩니다. 

KOLAS 교정성적서란



슈프리마의 특허받은 적외선(IR) 얼굴인식기술과 비주얼인식을 융합한

독자적인 퓨전 매칭기술을 통해 업계최고 수준의 얼굴인식 성능과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세계최고수준의 얼굴인증기술

• 특허 받은 위조얼굴 감지기술과, 얼굴인식 단말기에 내장된

IR(적외선) LED를 통해 얼굴 굴곡, 피부톤, 피부 재질 등 랜드마크

정보를 종합한 알고리즘 분석 기술을 사용

▶ 마네킹, 스마트폰 사진, 고화질 출력물 등 위조 얼굴을 구분

판단하여 인증 불가를 판정함.

위조얼굴감지

마네킹 고화질사진

국내1위 슈프리마 세계최고 수준의 얼굴인증 기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광학설계

안면인식기 및 열화상카메라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

(인식 범위, 인식 거리 등)

높이조절 가능한 기능형 스탠드

Tilting Bracket을 설계 적용하여 유아, 

어린이, 장애인, 어른까지 사용자키에

따라 높이조절 가능

Think of a design
EASY, CONVENIENCE 

인식 거리
: 400mm ~ 800mm

인식 높이
: 1,000mm ~ 2,100mm

(이동형 스탠드 사용시)

국내1위 슈프리마 광학설계와 높이조절기능



A사 B사NO Touch 
Screen LCD

NO Touch 
Screen LCD

압도적인 사용편의성

풀 터치 방식의 LCD 스크린

Android 기반의 직관적인 GUI

쉽고 간편한 메뉴접근 및 설정

다양한 설정매뉴 지원

얼굴인증 통한 관리자 매뉴접근

NO S/W, NO PC, NO Device !!!

이벤트 로그 키패드 입력기능 날짜∙시간설정

메인화면 매뉴화면 화면∙소리설정

마우스장치
별도필요 운영PC

별도필요

국내1위 슈프리마 압도적인 사용편의성



국내1위 슈프리마 방역과 보안을 동시에…

근태관리
시스템

활용분야

사무실∙공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종교시설 공연장∙전시장피트니스∙학원

출입통제
시스템

출입통제∙근태관리 운영S/W 통한 발열체크 시스템 단일운영

열화상
발열체크



구분

제조/
기술

• 국/내외 Biometric 분야 1위 기업
• 특허받은 자체 얼굴인식 알고리즘
• 보안전문업체 (100% 자체개발∙생산)

•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 (중국산)
• 중국산 제품 수입 및 국내조립

•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 (중국산)
• 중국산 제품 수입 및 국내조립

온도측정/
열화상카메라

• 고화질 열화상카메라 (19,200픽셀)
• 경쟁사대비, 해상도 18~25배 높음
• 정확도 절대우위 (실물 얼굴만 판정)

• 저화질∙저성능 카메라 (1,024픽셀)
• 온도측정 신뢰성 매우낮음
(출력사진∙핸드폰 모두 정상판정)

• 37도 이상 고열구간 측정오류 빈번

• 저화질∙저성능 카메라 (768픽셀)
• 온도측정 신뢰성 매우낮음
(출력사진∙핸드폰 모두 정상판정)

• 37도 이상 고열구간 측정오류 빈번

사용편의성
• 별도SW 설치없이 운영가능
• 터치화면으로 쉽고 간편한설정
• 얼굴인증을 통한 관리자 메뉴접근용이

• 별도SW 설치없이 운영가능
• 비터치방식으로 마우스 별도필요

• SW설치없이 사용불가
• 비터치방식, 단말기 매뉴진입 불가

얼굴인증/
운영SW

• 세계적으로 검증된 얼굴인증 성능
• 위조얼굴 검출가능
• 출입통제, 근태관리 기능제공

• 중국산 알고리즘
• 출입통제, 근태관리 SW없음

• 중국산 알고리즘
• 출입통제, 근태관리 SW없음

설치
• 스탠드 및 제품거치 간편
• 사용자 키에 따른 높이조절기능

• 사용자 키에 따른 높이조절 어려움 • 사용자 키에 따른 높이조절 어려움

A사 B사

국내1위 슈프리마 사양비교



구분

FaceStation 2
(Model FS2-DT10-KR)

FaceStation F2
(Model FSF2-DBT10-KR)

인식방식 • 얼굴 / 카드 / PIN • 얼굴 / 카드 / PIN

얼굴인증 • 100명 (최대 4,000명, 옵션)) • 100명 (최대 50,000명, 옵션)

위조얼굴검출 • 지원 • 지원

마스크검출 • 지원 • 지원

인식거리 • 40 ~ 80CM • 50 ~ 130CM

LCD 사양 •4”TFT 컬러터치 / 800 x 400 •7” IPS 컬러터치 / 800 x 1,280

카메라 • CMOS / 720  x 480 • 2MP Dual

IP/IK등급 • N/A • IP65, IK08

동작온도 • -20°C to 50°C • -20°C to 50°C

전원 •DC12V ~ DC24V 2.5A • DC12V ~ DC24V 2.5A

치수(W x H x D) •141 x 164 x 125 •119.8 x 223 x 23.5

구분

열화상카메라 (TCM10)

해상도 • 120 x 160 (19,200 pixel)

프레임속도 • 25 fps

열감도 • ≤ 50 mK (@25°C, F# = 1.0)

측정각도 • 37.2° × 50°(H × V)

온도측정범위 • 30°C to 45°C

온도측정 정확도주1 • ±0.3°C (36°~45°C 구간) 

온도측정거리 • 40 ~ 130CM

동작온도 • 0°C to 50°C

동작습도 • 5% ~ 85% 

국내1위 슈프리마 제품사양

주1. KOLAS 교정성적서 기준



발열감지 얼굴인식 제품(보급형)

국내1위 슈프리마 제품모델

발열감지 얼굴인식 제품(고급형)

일반형
(Model FSF2-DBT10-KR(SET A)

QR형(전자명부)
(Model FSF2-DBT10-KR(SET B)

일반형
(Model FS2-DT10-KR(SET A)

QR형(전자명부)
(Model FS2-DT10-KR(SET B)



Reference

건설사 공공기관 에너지발전 제조공장



안면/발열 인증 분야 최정상 기업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YEAR

Warranty

업계 최초 2년
품질보증 적용

• 총 17개사 대리점 운영

• 국내 운영 A/S센터(본사운영)

• Global 지사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UAE, 멕시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