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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엘핀(L Fin Co., Ltd.) 대표이사 박영경

설립연도 2017년 01월 04일 직원수 14명

홈페이지 http://lfin.kr

모바일서비스혁신에따라확산되는 4차산업에필수적인위치인증솔루션선도자!

“국내특허출원 8건, 등록 1건, PCT 출원 2건”

[암호화기술] [복합인증융합기술]

[실내위치측위기술] [위치인증기술]



연혁

2016

12. 서울대액셀러레이션지원선정
(금상수상)

10.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주관공모전수상

2017

12. 팁스(TIPS) 선정

11. 론치컵스타트업경진대회우수상수상

10. 이통사와시범서비스 MOU체결

10. Seed 투자유치(스프링캠프)

10.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G-Star Dreamers 7기선정

10. KISA 정보보호스타트업해외진출지원 선정

10. 싱가폴지사설립

09. 창업진흥원글로벌액셀러레이터프로그램 선정

04. K-Global 시큐리티스타트업프로그램선발

03.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U-Star 1기선발

03. Orange Fab Asia 6기선정

03. 우리은행위비핀테크랩 2기보육기업선정

01. 법인설립

2018

11. TIPS사업화 지원선정

11.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선정

11. 글로벌창업캠프 in 싱가포르(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10. 라트비아 비즈니스방문단 -5G Techritory
(라트비아 대사관주관)

09. 추가투자유치(인라이트벤처스)

04. 과기정통부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선정

03. 삼성벤처투자 투자유치

02. 서울핀테크랩지원기업선정

2019

07. DGB 금융그룹스타트업 경진대회우수상수상

06. 디데이(D.DAY) 우승 (우정사업본부)

06. CJ 오픈이노베이션챌린지 오벤터스선정

06. 외근/영업관리서비스(아임히어워크) 상용화

05. 국내증권사서비스제공 계약체결

05. 출결관리서비스(아임히어) 상용화및고객확보

03. NH디지털챌린지플러스 1기선정

03.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기업선정

03. 타이통사추가테스트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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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인증암호서비스

“위치와시간에따라변하는위치암호생성및활용”

생성된위치암호를이용하여

포털/인트라넷/금융서비스등의로그인에활용

475867

위치에따라달라지는암호

개인위치조회가아닌수신한정보로

필요한기기나사람의위치를간접확인

특정기지국∙지정위치에서만

서비스허용및제한가능

138653 226280

동일위치라도시간에따라달라지는암호

①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암호

② 동일 위치라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암호

AM 09:00 AM 09:00

967890

AM 09:00 AM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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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술

사용자가위치한이동통신기지국과위치인증 AP*로부터수신한고유의위치정보를
활용한위치인증을통해보안위협감소및다양한상황에적용가능

이동통신기지국기반

• 이동통신기지국위치정보는위조, 변조하기어렵기
때문에높은신뢰성제공

• 최근상용화된 5G의경우커버리지가 100m 내외로
정밀화되는추세임

※ 고객의 요구 커버리지에 따라 WiFi, 비콘 결합을 통해
위치 정확도 향상이 가능함

* AP(Access Point) : WiFi+Beacon 기술 결합 5



서비스특징

4

2

“위치변화에따라
암호계속바뀜 ”

“동일위치라도
시간에따라바뀜”

“해당위치에서만
서비스허용/제한”

1

3

“사용자의위치를
확인/대조”

• 개인 위치 조회가 아닌
수신한 정보로 간접 확인

• GPS는 지하/건물내 수신 불가,
위조 가능

기지국
#1

기지국
#2

기지국
#4

기지국
#5

기지국
#N

기지국
#N-2

기지국
#3

특정 기지국
내로 제한

Wifi+Beacon
결합

“높은보안성” •서버 또는 앱 해킹에 의해 암호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위치(기지국)에서 사용 시 확인 및 차단 가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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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고객

다양한분야에적용가능한위치기반인증서비스

7

위치인증

공공기관

기업체

금융

게임
쇼핑

공유경제

온라인
서비스



Use case> 위치기반인증서비스

서비스이용시나리오

지점직원이사용하는태블릿이위치한이동통신기지국과위치인증 AP로부터수신한
위치정보를활용한인증을통해컴플라이언스이슈해소및 ODS(Out Door Sales) 활성화대비

1

2

3

지점 내부

3

고객정보 접근, 모든 금융상품 가입 가능

일부 정보 조회 또는 차단

위치 정보 확인

이동통신
기지국 위치인증 AP

지점 외부

이동통신기지국을이용하여높은신뢰성 및보안성제공가능+위치인증 AP를통한커버리지정밀화

//

태블릿 기반의 업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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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출결관리시스템(아임히어/아임히어-워크)

9

정부지원교육프로그램, 보험사의 FC*대상으로필수교육의효율적인수업관리와참여도를높이기위해
위치인증기반으로출결관리서비스제공(기구축된이동통신기지국, WiFi활용하여추가장비설치불필요)

건강/민간보험의요양급여, 교통사고보상관련부정수급방지등확장

아임히어

외근/영업직원의현장출퇴근및고객사
방문이력관리제공

아임히어_워크

위치인증기반의출결관리서비스제공
(장비설치 X, 기업프로젝트용이)

외부 출석오늘의 출석



parkyk@lfin.kr

sales@lfin.kr

010-3743-6085

02-2115-2225

http://lfin.kr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별관 2층 핀테크랩 222호

bwgu@lfin.kr

hjlee@lfin.kr

010-4670-2901

010-9608-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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