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환경에 최적화된

멀티 기반 인증보안 플랫폼



국내 최대 2차 인증 방식 지원 스마트한 이차인증 업무 환경 구축 사례

비대면 기반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국내 1위 이차 인증 보안 전문 기업

최다 고객 (800여 고객사)

1일 인증 건 수, 생체인증 약 119만건 + OTP 인증 약 636만 건

최다 구축 경험, 최다 이용자 1등 기업(1,100만명 이상)

800

7,550,000

11,000,000

FIDO 홍체인증

CASE STUDY

전세계(국내 12개 본사/지사 및 해외 83개국)  
임직원 SSL-VPN 로그인 적용

- 원격접속 사용자 인증 보안강화를 위해 SSL-VPN 적용

- 외부 웹메일시스템 로그인 시 2차인증 동시 적용

-  모바일 OTP(간편인증), SMS OTP(2G폰 사용자),  
카드형 OTP(스마트폰 미소지자) 등  
사용자 환경에 맞춤형 인증매체 발급을 통한  
전체 임직원의 최적화된 인증 체계 구축

최고의 보안 등급 고객사에서 사용

-  국내 최고 등급의 보안성이 필요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1등급 금융사, 최고 등급 공공기관)

전 그룹사 통합 인증(금융, 제조, IT, 물류, 철강, 건설, 교육,  
해운, 부동산, 헬스케어, 제약,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등)

-  매일 임직원 10만명(국내사업장 및 해외 140여개 해외법인)  
SSO 업무시스템 로그인 적용

-  통합앱(생체인증을 통한 간편인증 / 모바일 OTP 동시사용)을 통해  
스마트 인증 체계 구축

최적의 호환성

- 최다 시스템 연동 고객사

 EX)   그룹웨어, ERP, SSL-VPN,  SSO, VDI, 접근제어, 
웹메일, 서버 직접 등 최다 인증 수단 사용 : 카드형, 
모바일, FIDO, 토큰형, SMS, QR 인증, PUSH 인증

지문인증

사용자 
셀프 등록

관리자 업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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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레퍼런스

이차인증만큼은 미래테크놀로지가 책임지겠습니다.

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전체 : 약 800여 고객사 구축(공공, 기업, 금융)   /   금융 : 전자금융고객 천만명 이상 사용자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 : 해외 약 16개국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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