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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빅데이터활용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솔루션은 자동차 보험, 오토론, 중고차 매매, 차량 관리 서비스 등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과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자동차 빅데이터 분석 방식을 통해 차량번호만으로

소유자 검증, 자동차 시세, 세부 제원, 사고이력까지 한 번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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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기반의 시세를
8만여 타입으로 세부화

Q1. 주요 국산/수입 자동차는 물론, 희귀차량의 데이터까지 활용하고 있나요?

Q2. 차종, 연식, 주행거리를 공식에 짜맞춘 시세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자동차 솔루션은 국내/수입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는 기본, 

로터스, 맥클라렌, 스바루 등 희귀차량의 데이터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신차딜러의 50%, 중고딜러의 95% 이상이 활동하는 딜러네트워크의

실거래가 정보와 차량의 사고/수리이력을 통해 산정한 시세를 제공합니다. 



차량번호만으로
세부 트림까지 특정

Q1. 매번 전화로 자동차의 상세정보를 파악하고 있나요?

Q2. 사용자가 2~3단계의 번거로운 선택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자동차 솔루션은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소유자 검증 후 자동차의 세부 트림정보를 한 번에 제공합니다. 

트림 선택 과정을 자동화하여 서비스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고객상담 과정을 간소화하고 서비스 이탈률을 줄여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 따라 소유자명과 차량번호 일치 확인 필수

** 솔루션 도입 후 삼성화재 다이랙트 갱신보험 고객 이탈률 8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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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솔루션이 제공하는 주행거리를 기반으로 핵심 부품의

마모도 및 교체시기를 사용자에게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엔진오일 추천 및 방문 교체, 타이어 수리 및 판매 등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핵심 부품 판매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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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선택에 따른
세부 부품 데이터 제공

Q1. 엔진, 타이어, 엔진오일 등 세부 부품 데이터를 활용 하나요?

Q2. 자동차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가요?



운영중인 서비스는 그대로
간편하게 데이터 추가

Q1. PC, 모바일, 서버 등 플랫폼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Q2.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이 필요한가요?

REST API 방식으로 제공되는 자동차 솔루션은 단 1번의 연동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에서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솔루션은 개발언어 및 플랫폼 등에 구애 받지 않고

별도의 인프라 구축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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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및 GA

- 차량번호만으로 예상 갱신 보험료 산출 및 맞춤형 보험 상품 추천

- 세부 트림정보로 고객 응대 프로세스 개선 및 상담 고객 이탈 방지

마이데이터사업자

- 주행거리, 사고이력을 기반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 교체 서비스

- 자동차 자산 가치를 활용한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유관 상품 연계

자동차금융서비스

- 비대면 자동차 대출의 차량 소유자 검증과 대출 한도 및 금리 설정

- 변동되는 시세를 반영하여 정확한 담보가치 산정을 통한 리스크 관리

중고차매매플랫폼

- 세부 트림정보까지 특정되어 즉각적인 시세 확인 및 매매 서비스 연계

- ‘내 차 팔기’ 서비스에 세부 데이터를 활용한 예상 매입가 안내

개발
기간
37%



1) 딜러라운지(아주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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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이어픽 (SK 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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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

0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입전에사용해볼수있나요?

Q 각각의데이터제공기관과계약해야하나요?

Q 과금기준은어떻게되나요?

자동차 솔루션은 API 도입 전에 데이터 연동 및 보안 정책 확인 등을 위한 테스트

계정을 생성하여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 도입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각각의 데이터 제공기관과 별도의 계약 없이 자동차

등록원부, 사고이력, 자동차 시세, 세부 트림 정보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솔루션은 최초 서비스 도입비와 월 이용료로 구분되어 있으며, API 호출 성공

건을 기준으로 월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Q 솔루션이용절차는어떻게되나요?

자동차 솔루션 이용을 위해서는 마이데이터허브(https://www.mydatahub.co.kr)에

도입문의를 남겨 주시거나 mydatahub@kwic.co.kr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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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정보통신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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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자동차 등록원부

Data
2) 차량 세부 제

원 Data
예시 비고

1 소유주명 제조사 현대

제공 가능 수입 차종
(BENZ,TOYOTA,PEUGEOT,CITROEN,BMW,LEXUS,VOLKSWAGEN,AUDI,PORSCHE,VOLVO,LANDROVER,SAAB,MINI,
INFINITI,NISSAN,HONDA,FORD,DODGE,GMC,BENTLEY,SMART,FIAT,ROLLSROYCE,AstonMartin,JAGUAR,CADILLAC
JEEP,SMART EV,SUBARU,MITSUBISHI,LOTUS,LINCOLN,CHRYSLER,Lamborghini,FERRARI,HUMMER,MCLAREN,Tesla 등)

2 발급처 차량명 그렌저 IG 차종명

3 자동차 등록번호 세부명칭 2.4 GDI 모던 A/T 세부 트림명

4 제원관리 번호 차대번호상의 연식 2018 차대번호상의 표기된 연식

5 자동차명 유종 가솔린 유종 (가솔린,디젤,수소,전기차,LPG,가솔린 하이브리드,LPG 하이브리드,전기,가솔린-LPG겸용,LPG+전기 ,LPI)

6 차종 구동방식 FF 전륜, 후륜, 사륜 등

7 차대번호 신차가격 31050000 카달로그상의 트림별 명시 가격

8 원동기형식 배기량 2359

9 용도(사업용 자동차) 미션 A/T

10 모델연도 차량이미지 차종 연식별 트림별 이미지 (페이스리프트 반영)

11 색상 앞타이어 225/55R17 타이어 사이즈

12 최초 등록인 뒤타이어 225/55R17 타이어 사이즈

13 세부유형(사업용 자동차) 배터리 80L 배터리 규격명 (델코, 로케트, 아트라스 제품모델)

14 제작연월일 시세 중고차 시세(협력사)

15 최종소유자

16 사용본거지(차고지)

17 검사유효기간

18 순위번호(주등록, 부가등록)

19 저당권자 정보

20 저당권 설정자 정보

21 채무/채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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