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FRONT 
통합 인증 강화 솔루션 (2 Factor / 2 Channel 인증) 

2 Factor / Channel 인증 이란? 

- 2 Factor (2개 이상의 인증 소요) – ID/PW + OTP, PKI, ARS, QR Code, 지문 인식 등 

- 2 Channel – 인증 채널과 서비스 채널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용  

  (인터넷 망 + 오프라인매체, 전화망 등 

- ID/Password 
- OTP, QR Code, PKI 
- ARS (전화) 

- ID/Password 이외의 
  OTP, QR Code, PKI 등의  
  인증모듈 탑재 

인증서버 

인증 채널 

인터넷 

서비스 채널 

웹서버, VPN, Telnet Login 등의 사용자 인증강화 (Mobile OTP) 

- RADIUS 기반 VPN 통합 인증 체계 구현 

- 2팩터 인증 체계 지원 (인증서, OTP) 

- SMS 시스템 연동 API 제공 

- RADIUS 지원하는 모든 VPN 적용 가능 

- 웹서버 2팩터 인증 

- 가상화솔루션(VDI) 2팩터 인증 

- Server API(OTP2) 연동 모듈 제공 (RADIUS) 

- Client API 연동모듈 제공 

VPN 인증 강화 웹서버 / VDI 인증 강화 

네트워크 장비 인증강화 접근제어 / 계정관리 인증강화 

- 웹서버 2팩터 인증 

- 가상화솔루션 (VDI) 2팩터 인증 

- Server API (OTP2) 연동 모듈 제공 (RADIUS) 

- Client API 연동모듈제공 

- RADIUS 기반 VPN 통합 인증 체계 구현 

- 2팩터 인증 체계 지원 (인증서, OTP) 

- SMS 시스템 연동 API 제공 

- RADIUS 지원하는 모든 VPN 적용 가능 



V-FRONT 세부 기능 

OTP 인증 Flow & 네트워크 디자인 

표준지원 

연
동 

- AAA 표준을 완벽히 지원 (RFC 2865, 2866, 2868, 2869) 

- RADIUS IPv6지원 (RFC 3162) 

- ID+NAS의 다양한 조합 인증 기능 제공 

- 자체 시설 인증서 발행 기능 제공 

- 하나의 계정에 다수 NAS 장비 등록과 관리 및 인증 제공 

- 장기 미 인증 사용자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계정관리 기능 지원 

구분 구성 내용 

Mobile OTP 지원 
• mCUVIC-Key Mobile OTP 지원 
• 안드로이드, iOS 인증 애플리케이션 지원 

Mobile CA 지원 
• mCUVIC-Cert Mobile CA 지원 
• 안드로이드, iOS 인증 애플리케이션 지원 

국내 최고의  
안정성/ 효율성의 
RADIUS Engine 

• 국내 최대 규모 구축 인증 시스템 (최대 300만) 엔진 탑재 
• 국내 최다 고객사 보유 안정성 검증 
• 64bit 지원 / IPv6 지원 

Web-Based 
Management 

• Korean, English Version 의 Admin Web UI 지원 

유연한 DB 연동 지원 
• Oracle, Sybase, MS-SQL, Mysql, DB2(RDBMS), LDAP, Active Directory, AFS, 
  Qubrid, MMDB 등 모든 DB 

시간 별 접속 별 제어 
• User, Group 별 접속 시간 / 요일 제어  
  ex) 월 ~ 금요일 / 오전 9시 ~ 18시 까지만 네트워크 접근 허용 

인증 로그 특허 
• 인증 시스템의 디테일 로그 처리방법 DB 기록 설계 (특허 제 10-0661135호) 
• 다중요소 인증정보 처리방법 및 다중요소 인증시스템 (특허 제 10-1235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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