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금융표준종합정보DB 체계도 및 개방 데이터의 주요내용
1. 금융표준종합정보DB 체계도

2. 개방 금융공공데이터 주요내용
구 분
□ 통합기업정보
- 금융감독원
- 주택금융공사
- 기업은행

현 황

개선사항

활용 가능분야

• 법인번호를 기준정보로 하여 기본정보(기업
개요, 계열회사 등), 지배구조정보(주주정보,
대표이사 정보, 임원정보 등), 재무정보(재무
제표, 요약재무제표)로 구분하여 통합기업
정보 제공
• 금감원, 산은, 기은, 신보 등이 보유한 외감·비외감
법인 정보를 융복합・표준화하여 오픈API로 제공

• 데이터 입수 및 입수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비용 절감으로 기업분석 및 신용위험 분석
등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창업기업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 활용 가능

• 공시서류, 사업보고서 주요정보, 재무정보,
기업개황 등을 API로 제공

• 법인번호를 기준정보로 영업현황, 유가증권
현황 등의 모든 공시정보를 오픈API로 제공

• 법인별 유가증권 발행현황, 주요 영업현황을
데이터 제공하여 유가증권 거래 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가능

• 금융통계정보, 부보정보, 금융회사별 보증
발행 정보 등을 자체사이트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 중이나 타 기관과의 연계
없이 단순 조회 형태로 공개

•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금융회사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및 통계정보,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정보를 상호연계 및
융복합 후 오픈API로 제공

• 금융회사의 재무구조 및 위험 분석 등 건전성
파악을 위한 정보제공 가능

• (예탁결제원) 채권정보, 주식정보, 파생결합
증권정보 및 국제거래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
조회 및 파일을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 공시정보,
발행계획, 증권별 세부사항 등을 파일 형태로 제공

• 유가증권 종목을 기준으로 제공되던 정보를
법인번호를 기준정보로 하여 유가증권 종류별
발행정보, 거래정보 등을 상호연계 및 융복합
후 오픈API로 제공

• 법인별 유가증권 발행현황 데이터를 제공
하여 유가증권 거래 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가능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일반재산물건, 공유일반
재산물건, 불용품 정보 등을 공개
• (예금보험공사) 주택저당증권 공시정보, 발행
계획, 증권별 세부사항 등을 파일 형태로 제공

• 법인번호 등을 기준정보로 하여 국유재산 정보
및 고객거래 정보를 제공
• 국가자산의 공개재산·대출매각자산 내역 및 공매
자산 내역 등 상세 정보를 상호연계 및 융복합
후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개방

• 국유재산 위치, 상태 등 정보를 제공하여
국유재산 활용 극대화를 위한 영업정보로
활용 가능

• (금융감독원) 공시서류, 사업보고서 주요정보,
재무정보, 기업개황 등을 API로 제공
• (신보) 기업분석현황, 투자기업정보 등 단순
기업정보 또는 통계 정보를 파일로 제공

- 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통합공시정보
- 금융감독원
□ 통합금융회사정보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공사
□ 통합자본시장정보
- 금융감독원
- 한국예탁결제원
- 주택금융공사
□ 통합국가자산
공매정보
-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