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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분야

미래기술은 다수의 공공부문 시스템 통합 사업 수행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IT 서비스 구현을 위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 회사 소개

 공공
 금융
 통신

 정보전략/기획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서버/Network 운영

 제조
 유통

 e-감사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BSC / e-HR

 통신회선 자동화
 네트워크 통합
 모바일 서비스

 내부감사 컨설팅
 조직진단 컨설팅
 시스템 진단 컨설팅
 ISP / BPR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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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 서비스 및 보유 기술(1/4)

미래기술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해왔으며, e-감사 시스템 및 상시모니터링 솔루션을
바탕으로 감사업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 회사 소개

Risk 상시모니터링, 위험평가체계, 연간감사계획, 개별감사기획, Field work

process, 후속조치, 보고 및 통계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내부감사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기능을 제공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리스크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모니터링, 이상 데이터 검토, 소명

요청 등의 점검 결과에 대해 각종 통계 및 리포팅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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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은 내부감사 분야 외 재해상황관리(DRP) 및 모바일 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야 및 조직별 리스크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소명 요청-점검내역-지표별/조직별 통계 기능을 제공
재해 재난 시 위기대응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제공하며, 피해상황 모니터링 기능, 복구

절차 진행 상황 모니터링 기능 및 관련 대책반 구성과 SMS/VMS/MMS 전송 기능

제공

4. 제공 서비스 및 보유 기술(2/4) I. 회사 소개



© 2013 Miraegisul.Inc5 Global GRC Service Leader.

미래기술의 LCS(Legal Compliance System)은 조직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적 Issue에 대해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며, 많은 기업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법령정보 마스터를 통해 조직 내 Compliance Issue와 관련된 Profile을 관

리하고, 조직 내 기능별, 업무별 점검사항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경

영진 Report 및 담당팀(준법지원팀) Report를 제공

준법지원 가이드라인으로서의 내부통제 지원 시스템.

자율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을 지원하며, Compliance Issue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지원

4. 제공 서비스 및 보유 기술(3/4) I.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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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은 내부감사 및 리스크관리 분야 외 재해상황관리(DRP), 모바일 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IFRS 기준 연결 결산 및 내부통제를 위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여 그룹사-지주

회사-모회사-자회사 간 일관된 재무, 회계 데이터 보고체계를 확보하고, 다양한

관점의 현황 및 통계 기능을 제공

자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모니터링 지표를 도출하고, 이

에 대한 통계 및 리포팅 기능 제공

4. 제공 서비스 및 보유 기술(4/4) I.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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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감사시스템 기능

e-감사시스템의 사용자는 감사인과 현업 담당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의 로그인 권한에 따른 접근제어를

통해 제공될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II. 솔루션 소개 : 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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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II. 솔루션 소개 : CMS

상시모니터링 주요기능

 리스크 Pool 관리

 리스크 항목 관리

 임계치 항목 관리

 필터링 등록 관리

 리스크 평가 관리

리스크 관리

 분석결과 소명 요청

 소명 내용 등록 및 확인

 소명 승인 / 반려

 소명요청 및 관리현황 조회

현업부서 소명관리

 리스크 분석결과 조회

 필드별 조건 검색(기간별/금액별)

 통계조회

 처리 현황 관리

데이터 분석 결과 조회

G/W(전자결재)

KMS / VOC

ERP 시스템

원천데이터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연동

상시모니터링
데이터마트

주기 별 작업 스케쥴

소명내용 및
관련문서 등록

현업

소명요청

회계 담당 구매담당

기타 분석대상 시스템

분석결과
이메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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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총괄현황 및 대시보드에서는 주요 리스크의 이상징후 발생 현황 및 점검 처리현황을 다양한 차트와 그래프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는 기능과 SMS 및 Mail을 통한 알람을 제공합니다.

II. 솔루션 소개 : CMS

감사인별 To-Do List (미확인, 진행중, 답변요청 등)

리스크 처리현황(업무 분야별, 조직별)

리스크 처리현황 대시보드

발생 건수 증감, 금액적 영향도 증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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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권한 유형별로 제공될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II. 솔루션 소개 :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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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II. 솔루션 소개 : CMS

미래기술이 보유한 데이터 통합 기반기술을 적용하여 상시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을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하며, 활용기법을 전수하여 자체 분석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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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자회사 통합관리시스템

GRP(Global Reporting Package)는 주요 아이템의 현황 및 점검 처리현황을 다양한 차트와 그래프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는 기능과 SMS 및 Mail을 통한 알람을 제공합니다.

II. 솔루션 소개 : GRP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아이템/통제항목/회사의 현황 조회

추가적인 현황 및 통계는 커스터마이징 가능

국가 > 주/도/성 단위 Drill-down 조회 제공(국내의 경우 전국 시,도/시,군 제공

회사에 대한 요약 현황/아이템 현황/통제항목 현황/기간별 추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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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법지원시스템(Legal Compliance System)

LCS 솔루션 기본 제공 기능을 바탕으로 요구사항과 솔루션 기능의 Gap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징이 필요

한 영역을 식별하여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 솔루션 소개 : LCS

LCS 총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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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통제평가

내부통제평가는 COSO Framework 기반의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관점에

서 정량화하여 전산화 뿐만 아니라, 평가 이해가 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솔루션 소개 : CSA

내부통제 평가 Toolkit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