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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형 API 사용 업무 흐름도

□ 자동차종합정보 첨부형API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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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상세내용

□ 자동차종합정보 첨부형API 업무처리 상세내용
① 첨부형API 이용신청
- 공공데이터포털 – 제공신청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제공신청서 작성
⦁ 기관명을 국토교통부로 설정하고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목적 등 상세히 기술
⦁ 공공데이터포털 주소 : www.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메인화면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화면

※ 데이터형태, 열람을 원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종합정보 개방플랫폼 이용
② 첨부형API 이용신청 항목, 목적 등을 검토 후 검토‧승인 결과 통보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검토결과 통보서 확인
③ 국토교통부 승인 통보서를 기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자에게
시스템 연계를 위한 메일 또는 유선문의
- 담당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빅데이터센터 이재원 연구원
- E-mail : wpf0917@kotsa.or.kr
- 전화번호 : 054-459-7462
④ 제3자 정보제공동의 수행 환경 조성(본인인증서비스 가입)
- 본인인증서비스 이용하기 위해 LG U+ 전자결제 서비스 및 본인
인증 유료서비스 가입
⦁ LG U+ 전자결제 및 본인인증 서비스 가입 (담당자 전화번호 : 070-4080-6596)
- 서비스가입 완료 시 해당서비스의 아이디는 신청인 E-mail로 전달되며,
서비스 아이디와 웹전송방식 보안키(Mert key)를 첨부형API 항목신청
양식파일에 작성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자에게 메일로 회신

※ 정보제공을받을차량이개인소유일경우차량소유주의제3자정보제공동의가필요하며,
제3자정보제공동의를온라인으로받기위해서는1. 본인인증, 2. 차량소유주확인이필요함

LG U+ 서비스 아이디 발급 안내

첨부형API 신청서 양식_제공업체 기본정보

※ 주의 : 제공기관 상점코드 및 상점키는 공공데이터 첨부형API 승인 후 LG U+에
본인 인증 서비스를 신청완료 후 수신되는 코드
첨부형API 신청서 양식_서비스 기본정보

첨부형API 신청서 양식_서비스 항목 (예시)

※ 첨부형API의 데이터 항목은 자동차 기본정보, 제원정보, 정비이력, 성능점검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 공공데이터포털에 신청한 항목과 동일하게 신청할 항목 옆에 숫자 1을 입력
⑤ 행정서류작성
- 이용신청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류를 작성
하고,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공단에 방문해야 함
- (서류) 이용약정서, 이용신청서,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 승인 통
보서, 안전관리 대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
록증, 이용신청자 재직증명서 각 1부

※ 양식파일 등은 별도 해당기관(수요기관)의 실무담당자에게 메일 전달
⑥ 첨부형API 신청서 양식파일 시스템 등록
- 행정서류작성 및 제출 이후 담당자 메일로 회신한 양식파일을
시스템 등록 후 제공기관 및 서비스 코드 발행 및 제공
⑥-1 제3자 정보제공동의 절차
- 차량 소유주 확인은 입력되는 소유자 이름과 차량등록번호로
차량의 소유자 확인 수행
- 제3자 정보제공 동의는 첨부되는 붙임에 화면을 통해 상세 설명

※ [붙임] 제3자정보제공동의 관련 화면

⑦ 발행된 제공기관 및 서비스 코드를 기반으로 이용신청자는 첨부형API 호출

※ 자동차종합정보 첨부형API 기술문서 1.0 참조

붙임

제3자정보제공동의 관련 화면

① 관리기관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파라미터 입력(예시)

- 파라미터의 정보는 첨부파일 (1_첨부형 API 연동 정보.xlsx, 관리
기관명_첨부형API.xlsx)에 정의된 내용을 사용
- 1_첨부형 API 연동 정보.xlsx : 파라미터 정의 항목
- 관리기관명_첨부형API.xlsx : 제공기관 코드(insttCode), 서비스 코드
배열(svcCodeArr) 제공
- 고정방식일 경우에는 파라미터에 차량 소유자 이름(carOwner),
차량 등록번호(carRegNo)에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
② 첨부형 API본인인증서비스 이동 고정 방식에 대한 확인 버튼을
클릭 시 입력된 form 방식으로 서버에 전송하여 본인인증 페이지 호출(예시)

③ 새 창에 본인인증 페이지 호출

PC 버전

모바일 버전

PC 버전

모바일 버전

- 차량 소유자 이름 및 차량 등록번호를 사용자가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을 진행

④ 본인인증 정보입력

PC 버전

모바일 버전

- 본인인증 정보 입력 시 앞에서 작성한 차량 소유자 이름과 입력된
이름이 같지 않을 경우 첨부형API 동의를 진행 할 수 없음
⑤ 문자로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PC 버전

모바일 버전

- 요청 시 인증 문자가 전송되지 않음으로 임의의 번호 6자리를 입력

⑥ 인증결과 확인 및 첨부형 API 동의

⑦ 서비스를 선택하고 동의 버튼 선택 시 서비스 동의 내용 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