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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P (일회용 패스워드, One Time Password) 방식
무작위로 생성되는 난수의 일회성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패스워드 반복 사용됨으로 발생되는 취약점을
극복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입니다. 

I. OTP (One Time Password)란?

My Password is
******…



■ OTP 사전 설정 방법

2단계 인증(OTP)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문의메일 (support.kr@rsupport.com) (또는)

고객문의전화 070-7011-3900

문의하셔서 2단계 인증 사용(OTP) 메뉴 활성화 요청해야 합니다.

II. OTP 인증 사전 설정

mailto:support.kr@rsupport.com


III. OTP 사용하는 2가지설정모드

■ 설정모드 선택 방법

① (Only 관리자 유저만 설정 가능) 로그인 해주세요. 

② 환경설정

③ 대표 옵션 설정

④ 2단계 인증 사용(OTP)

⑤ OTP 설정모드 선택

■ 관리자 설정 모드 Vs. 사용자 설정 모드의 차이점

특징 관리자 설정 사용자 설정

전체 사용자의 인증키 관리 및 열람 가능 불가능

인증키 등록 실행 관리자 사용자

인증키 재설정 전체 사용자 가능 사용자 개인만 가능

인증키 일괄 배포 없음 있음

인증키 분실 시 관리자가 재발급 개별 메일 수신

≫기업별 보안정책에 맞게 관리자 설정 또는 사용자 설정을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3.1. OTP | 사용자설정모드

■ 사용자 설정 모드 선택 방법

① (Only 관리자 유저) 로그인 해주세요. 

② 환경설정

③ 대표 옵션 설정

④ 2단계 인증 사용(OTP)

⑤ OTP 설정모드 – 사용자 설정 선택

⑥ 적용



3.1 OTP | 사용자설정모드

■ 사용자 설정 모드 – OTP 사용 방법

(사용자 설정 모드 – 적용 버튼 클릭 후,)

① 인증키 배포 버튼 클릭

(인증키 배포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인증키가 배포됩니다.)

[인증키] 확인 방법

① 환경설정

② 내 정보 관리

③ Google OTP 인증키

② (배포 받은 인증키를) Google OTP 앱 등록

[인증키] 등록 방법

≫ 바코드 스캔 또는 코드 입력방식으로 인증키 등록

≫ 구글 Play 또는 앱 스토어에서 ‘Google Authentication’ 검색 및 앱 설치



3.1 OTP | 사용자설정모드

(웹 로그인 또는 에이전트 접근 인증 시, OTP 인증 팝업창이 뜹니다.)

③ Goole Authentication 앱 실행

④ Google OTP 6자리 숫자 입력

■ 사용자 설정 모드 – 인증키 분실 시, 재발급 방법

모바일 단말기 변경 ∙ 분실 등의 이유로 인증키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메일로 인증키 수신＂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된 메일로 새로운 인증키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2. OTP | 관리자설정모드

■ 관리자 설정 모드 선택 방법

① (Only 관리자 유저만 설정 가능) 로그인 해주세요. 

② 환경설정

③ 대표 옵션 설정

④ 2단계 인증 사용(OTP)

⑤ OTP 설정모드 – 관리자 설정 선택

⑥ 적용



3.2 OTP | 관리자설정모드

■ 관리자 설정 모드 – OTP 사용 방법

(관리자 설정 모드 – 적용 버튼 클릭 후,)

① 인증키 배포 버튼 클릭

[인증키] 확인 방법

① 환경설정

② 내 정보 관리

③ Google OTP 인증키

② 재설정 버튼 클릭



3.2 OTP | 관리자설정모드

③ (배포 받은 인증키를) Google OTP 앱 등록

[인증키] 등록 방법

≫ 바코드 스캔 또는 코드 입력방식으로 인증키 등록

≫ 구글 Play 또는 앱 스토어에서 ‘Google Authentication’ 검색 및 앱 설치

(웹 로그인 또는 에이전트 접근 인증 시, OTP 인증 팝업창이 뜹니다.)

④ Goole Authentication 앱 실행

⑤ Google OTP 6자리 숫자 입력



3.2 OTP | 관리자설정모드

■ 관리자 설정 모드 – 인증키 분실 시, 재발급 방법

모바일 단말기 변경 ∙ 분실 등의 이유로 인증키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인증키] 재발급 방법

① 환경설정

② 내 정보 관리

③ Google OTP 인증키



IV. OTP | 관리자Æ사용자인증키발급

■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OTP 인증키 발급 방법

① (Only 관리자 유저) 로그인 해주세요. 

② 사용자 관리

③ 사용자 선택

④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⑤ OTP인증키 메일발송 선택

■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OTP 인증키 재발급 방법

① (Only 관리자 유저) 로그인 해주세요. 

② 사용자 관리

③ 하단메뉴의 목록표시 선택

④ 목록에서 해당 사용자의 재설정 버튼 클릭

⑤ (Google OTP 인증 재 설정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재설정 버튼 클릭



V. OTP | 사용자Æ 관리자인증키발급요청

■ 일반 사용자가 OTP 인증키 재 발급 요청 방법

일반 사용자의 경우,

모바일 단말의 변경 ∙ 분실 등의 이유로 새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새로운 OTP 인증키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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