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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뭐야, 어?! 내 위치가
다르게 나오네?”

엘핀의위치기반인증솔루션

“지금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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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핀이 위치의 정확성과 보안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습니다! 

기업사용자

“설마 다른 사람은 아니겠지?”

위치기반인증솔루션



서비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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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이솔루션이다양한사업과서비스로확장이용이하다는기회를찾았습니다.

사용자가 위치한 이동통신기지국으로 부터
받은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위치 확인 가능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실 사용자임을 인증 가능

“내가그때그장소에있었어요!”

1

2
2.해당장소

1.특정시간

위 2가지가 가능합니다.

엘핀은 을 활용합니다.  이동통신기지국

위치기반인증솔루션



서비스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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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178

123 456

5분뒤

우리의 솔루션으로 정확한 위치확인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① 위치에따라서달라지는암호 ② 시간에따라서달라지는암호

엘핀은 위치+시간에따라서시시각각변하는암호를제공합니다.

위치기반인증솔루션



우리의 솔루션은 기업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함께 했을 때, 더 많은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찾아가는지점
Moving Branch

언제 어디서나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요양 급여, 건강보험의
부정 수급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가 가능한

돌봄지원자의
근무확인솔루션

지점 내/외부 구분을
통해 고객의 중요 정보
유출 방지가 가능한

금융 ODS*
(Out Door Sales)

언제 오시는지 힘들게
기다리지 마세요,
엘핀이 알려드려요!

방문예약서비스

적용분야B2B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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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지점 외부에서 금융 상품 판매 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무 존재

영업직원 모바일기기의 사용 활성화로 인해, 외부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 발생

지점내/외부구분을통해고객의중요정보유출방지가가능하고컴플라이언스* 이슈해소

B2B솔루션

H증권 88개지점, 800여명 서비스 이용 중(2019.07 상용화 시작)

상품가입

가능
상품가입

불가

영업/고객관련업무시스템이용시

금융Out Door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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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핀의서비스를통해지점내·외부를판단하여
사내시스템접속, 고객정보조회, 금융서비스가입등



시간과공간의제약없이언제, 어디서나고객을만나금융서비스제공

어르신 曰: “아니, 가입하나 하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
상인 曰 “이 상품에 대해 직접 듣고 싶은데 가게때문에…”

“영업직원이 내가 있는 곳으로 직접 와줬으면……”

고객을직접찾아가는것은어떨까요?
“엘핀의위치기반의인증솔루션과함께”

실제로 그 고객을 해당장소 해당시간에 만났다는

사실확인 과 본인확인 절차 중요!

녹취, 생체인증, 사진

1단계 : 위치인증 2단계 : 근거리상호인증

“000직원분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펀드상품을
소개해주셨어요. 저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 것

같아 바로 가입하였습니다.”
사용자

B2B솔루션찾아가는지점Moving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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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건강보험의부정수급과개인정보유출방지

기존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돌봄 지원자의 실제
방문 여부를 엘핀의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 확인을 통해
보완 및 부당 청구 방지 가능

“최근 3년간
부당청구금액 1)”

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628000691

환자 가정에 있어야하는 RFID, QR를 떼어 낸 후
다른 장소에서 인증하여급여부당청구시도

기존방식의문제점

방문 여부 및 체류시간 check!

엘핀을 만나면?

이동통신기지국정보
기존인프라(RFID, QR 등)

2016

18,377
18,845

21,263

2017 2018

4,352 억원

부당청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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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솔루션돌봄지원자의근무확인솔루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628000691


언제오시는지힘들게기다리지마세요, 엘핀이알려드려요!

고객曰: “번호표 뽑고 한없이 기다리는 일이 너무
지쳐요..미리 예약 하고 그 시간에 맞춰 가고 싶어요. ”

직원曰: “상담을 예약한 그 시간에 실제로 오고 계실까요?
계속 한 고객님만 기다릴 수는 없는데…”

後

“진입알림을통해직원의업무효율성
증가및고객의대기시간감소”

환 자曰 : “ 병 원 에 서 한 없 이 기 다 리 는 일 이 너 무
지쳐요..미리 예약하고 그 시간에 맞춰 가고 싶어요. ”

간호사曰: “환자가 예약한 시간에 오시면 따로 저에게
왔다는 말 대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서비스는 없을까요?”

고객曰: “기기를 고치려고 한없이 기다리는 일이 너무
지쳐요..미리 예약하고 그 시간에 맞춰 가고 싶어요. ”

서비스 센터 기사曰: “고객님이 예약한 시간에 오시면
따로 기다리실 필요없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서비스는 없을까요?”

영업점

병원

<알림>
000고객님이
지점에 진입했습니다. 

A/S센터

9

B2B솔루션방문예약서비스



또한, 개인 소비자에게도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를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업에만
집중하세요,
교육생 출결관리는

아임히어

열심히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외근/영업사원의 고객사
방문이력 관리가 가능한

아임히어-워크

적용분야B2C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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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기준

수강생과 관리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감을 보이는 서비스

17개 의 교육기관으로부터

1천5백명의 이용자 확보

일반대학교등의범용확대진행중

C 관리자

★★★★★

교육장과 실습기업을 이동하면서 통합 출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편리하고 좋아요.

00 관리자

★★★★★

지문인증방식은 가격이 부담되고, QR방식은 학생이
부정출석을 잡기 어려웠는데 이동통신기지국을 활용
해서 부정출석방지가 가능한 점이 좋았습니다.

관리자 는한눈에출결데이터파악및부정출석방지가능 수강생 은한번의터치로!출석 Check!

A 수강생

★★★★★

외부 교육 장소로 나가면 매번 수기로 출석했
는데 지금은 터치만 해요! 

B 수강생

★★★★★

아슬아슬하게 도착해도 출석인증 줄 기다리지
않고 출석처리 할 수 있는게 짱 편해요!!

17개

1천5백명

이동통신기지국과 WiFi의위치정보활용으로불필요한고가의장비설치없이간단하게출결관리

B2C서비스아임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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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방문실적을확인하고싶은 관리자의 needs 정말열심히일했다는것을알리고싶은 영업직원의 needs

B 영업직원의 고민A 관리자의 고민

① 고객사에 정말로 방문했는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이동통신기지국과 GPS의 결합 서비스

② 영업직원의 간단한 Check 리스트를 통해 고과반영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③ 초과근무 요청 및 승인도 간편하게 APP 내에서 처리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회사)

HOW?

그들이원하는 needs만담았습니다.

열심히발로뛰어다녔습니다! 외근/영업사원의고객사방문이력을통한실적관리

“정말 고객사를 방문했는지, 영업직원 고과반영에 참고할 만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을까요?”

“우리 회사는 GPS로 저의 모든 시간을 트랙킹하는데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팀장님이 고객사가서 뭐했냐고 물어보는데 매일

일지를 쓰기도 힘들고..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없나요? ”

B2C서비스아임히어-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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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주식회사 엘핀

주요서비스 : 금융 Out Door Sales, 출결관리 서비스 아임히어

주요사업 : 위치기반 인증 솔루션 및 서비스

기본 정보

대표이사 : 박영경

설립일 : 2017년 1월 4일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별관

직원수 : 16명

기지국기반
위치인증 기술

암호화 기술 무선측위 기술 복합인증 융합기술

보유 기술

엘핀 L Fin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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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대 주관 액셀러레이션 금상 수상

10.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 주관 공모전 수상

12.팁스(TIPS)선정

10. Seed 투자 유치(스프링캠프)

10. D-Camp 선발, 여의도 핀테크랩 선발 입주

09. 벤처기업 인증

07. DGB 금융그룹 스타트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06. 디캠프 주최 디데이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상 수상

06. CJ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오벤터스 선정

03.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 1기 선정

03.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선정

11. 론치컵 스타트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11. Orange Fab Asia 6기 선정

10.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G-StarDreamers 7기 선정

10. KISA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선정

09. 창업진흥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선정

04.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프로그램 선발

03.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U-Star 1기 선정

03. 우리은행 위비핀테크랩 2기 보육기업 선정

11. TIPS사업화 지원 선정

11.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 선정

09. 추가 투자 유치(인라이트벤처스)

04.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업 선정

03.추가 Seed 투자유치(삼성벤처투자)

수상 및 선정투자 및 R&D

02.서울핀테크랩지원기업선정

2019
2018

2017 2016

2017

2018

엘핀연혁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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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링크
위치로 인증하는 솔루션 ‘엘핀’ [클릭하기]
[영상] 위치기반 인증 기술 No.1 꿈꾸는 스타트업 ‘엘핀’ [클릭하기]
디캠프 6월 디데이서 ‘엘핀·마지막삼십분’ 공동우승 [클릭하기]
6월 디데이 우승은 '엘핀'·'마지막삼십분' [클릭하기]

디캠프 디데이서 엘핀·마지막삼십분 공동 우승 [클릭하기]

디캠프 X 우정사업본부' 디데이 성료 [클릭하기]
6월 디데이, 엘핀∙마지막삼십분 공동 우승 [클릭하기]
6월 디데이 우승팀에 엘핀·마지막30분 [클릭하기]
우정사업본부와 함께한 6월 디데이 ‘엘핀’, ‘마지막삼십분’ 공동 우승 [클릭하기]

농협은행,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 스타트업 33개 선발 [클릭하기]

핀테크랩 서울 IR데이 2 성료.."스타트업·VC 매칭" [클릭하기]

우리은행, 위비핀테크랩 시네마 데모데이 개최 [클릭하기]

[ABF IN Seoul] 금융보안부터 주차장혁신까지 서울 핀테크 기업의 도전 [클릭하기]

[ABF in Seoul] 박영경 엘핀 대표 “모바일 인증 선도할 글로벌 인재 찾는다” [클릭하기]

[보안 미래, 스타트업에서 찾다]<7>엘핀'L-PIN' [클릭하기]

"어디랑 해봤어?" 우리은행은 묻지 않았다 [클릭하기]

론치컵 무대에 선 스타트업 17 [클릭하기]

핀테크 산업 구성원 한자리에 모였다 [클릭하기]

우리은행 '위비핀테크랩'개소 1년만에 성과 가시화 [클릭하기]

트라이월드 등 5개 스타트업, 우리은행 '위비핀테크랩' 2기 입주 [클릭하기]

서울대 스타트업 경진대회 본선진출 7개팀 아이템은 [클릭하기]

스마트 스트레칭, 공사 코치하는 드론 ... 창업 서바이벌 뚫음 '스타트업 아이돌' [클릭하기]

셋 합쳐 대기업경력 90년... 스타트업으로 제2 도전 [클릭하기]

‘엘핀(L-Fin)’,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위치 기반 보안인증 서비스 개발 [클릭하기]

기사 URL엘핀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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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enturesquare.net/788206
https://www.zdnet.co.kr/view/?no=20190717115058
http://www.zdnet.co.kr/view/?no=20190628135018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6287170j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58406622526312&mediaCodeNo=257
https://m.sedaily.com/NewsView/1VKLCRPHDJ#_enliple
https://www.venturesquare.net/784611
https://mirakle.mk.co.kr/view.php?year=2019&no=464991
https://platum.kr/archives/124114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227#_enliple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111240361895
http://fntimes.com/html/view.php?ud=201812121900588890179ad43907_18#_enliple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62R9X1SB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5TZSPVTK
http://www.etnews.com/20180601000136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1223241077438
http://www.venturesquare.net/756965
http://www.venturesquare.net/75577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82102101160041001&ref=naver
http://www.sedaily.com/NewsView/1OEILK9SLU
http://premium.mk.co.kr/view.php?no=18131
http://news.joins.com/article/2135216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83426
https://besuccess.com/2017/03/%EC%97%98%ED%95%80lpin-%EC%9D%B4%EB%8F%99%ED%86%B5%EC%8B%A0%EB%A7%9D%EC%9D%84-%EC%9D%B4%EC%9A%A9%ED%95%9C-%EC%9C%84%EC%B9%98-%EA%B8%B0%EB%B0%98-%EB%B3%B4%EC%95%88%EC%9D%B8%EC%A6%9D-%EC%84%9C/


Thank You
sales@lfin.kr

엘핀 홈페이지
http://lfi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