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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Atlas 솔루션 소개

▌ K-Atlas솔루션이란?

* K-Atlas는 GIS 기반으로 타겟 지역의 소득, 소비, 대출, 전입-전출, 통근, 부동산 실소유자, 카드 매출 등
각종 금융-카드-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WEB GIS Service입니다.

구분 내용

요약 • 147개 회원사로부터 고객금융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KCB만의 지역단위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 통계 솔루션

제공
DB

• 선택지역 거주자/근무자의 연소득,월카드소비,대출 정보 / 전입,전출 / 통근 / 부동산실소유자 정보 / 카드 정보

• 전체 모수는 약 4,500만명(금융 정보가 확인되는 사람의 총합)

장점
• 소규모 지역단위별(아파트 단지별)로 거주 고객의 특성정보를 원클릭으로 분석 가능

• 신뢰도 높은 검증된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유니크한 데이터 제공

• 지역 거주자/근무자의 특성분석을 통해 고객 타겟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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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lock이란?

• 전국 약 30만개(K-Block)의 세밀한 블록으로, 아파트 동 단위(단지단위), 대형 빌딩 단위 구분 및
비아파트 주거지(주택, 빌라 및 다세대 등) 및 근무지(소형빌딩) 동일 블록 내 거주자/근무자 등의 균질성을 고려해 구축됨

• 분기별(년 4회) 업데이트 실시 및 제공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훈령/예구/고시) 변경 발생 시 최신 반영
• 매 분기별 약 4,000개 정도의 K-Block이 도시계획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으로 업데이트 됨

I. K-Atlas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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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분석 화면 예시

I. K-Atlas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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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 분석 화면 예시

I. K-Atlas 솔루션 소개



Part 2. Ⅱ. K-Atlas 솔루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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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K-Atlas 솔루션 사용방법

▌ 고객융합분석

• 통계분석 예시

• 단위(개인,가구) / 성별 / 연령대 설정 제공

• 지역 구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단위

• 지역별 총 집계대상 및 칼럼별 인구수 파악 가능

• 금융소득 DB 제공
Ex) : 연소득, 월카드소비금액, 총대출잔액 등

• 지역별 총 집계대상 및 칼럼별 인구수 제공

• 연소득금액(단위 : 만원)
• 월카드소비금액(단위 : 만원)
• 총대출잔액 (단위 : 만원)
• 주택담보대출잔액 (단위 : 만원)
• 신용대출잔액 (단위 : 만원)
• 연체일수(단위 : 일)
• 면적
• 매매가 (단위 : 만원)
• 전세가 (단위 : 만원)
• 인구수/가구수(단위 : 명)
• 인구/가구 비율

데이터 엑셀 다운 기능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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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켓지역분석 – GIS 기반 블록단위 분석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지역 조회 가능

• GIS 기반 블록단위 조회 가능
아파트, 오피스텔 à 단지별 블럭화
비주거 구역 à 금융 생활인구(50~300명) 기반 블럭화

• 선택지역 집계대상 인구수 제공

• 주거지 / 근무지 설정

• 단위(개인,가구) / 직업구분(자영업자,급여소득자,기타)

• 연령대별(20대미만~60대이상) 조회 가능

• 금융DB
à 연소득, 월카드소비금액, 총대출약정, 총대출잔액

주택담보대출 약정, 주택담보대출 잔액

• 블록별 세부 금융소득 DB 제공
EX)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선택지역 및 상위 시군구 읍면동 단위 DB 제공)       

Ⅱ. K-Atlas 솔루션 사용방법



10

▌ 타켓지역분석 – 거시적 지역 분석 예시

• EX)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주거지 기준 분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주거지 기준 분석

• GIS 기반 블록단위 조회
아파트, 오피스텔 à 단지별 블럭화
비주거 구역 à 금융 생활인구(50~300명) 기반 블럭화

• 선택지역 집계대상 인구수 제공
à 압구정동 예시 집계대상 : 7만 1천 163명

• 블록별 세부 금융소득 DB 제공
(선택지역 및 상위 시군구 읍면동 단위 DB 제공)       

압구정동 월카드소비금액 분포
압구정동 인구 집계대상

à

Ⅱ. K-Atlas 솔루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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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켓지역분석 – 단지 세부 분석 예시

• EX)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자이 아파트

• 단위(개인,가구) / 직업구분(자영업자,급여소득자,기타)

• GIS 기반 블록단위 조회
아파트, 오피스텔 à 단지별 블럭화
비주거 구역 à 금융 생활인구(50~300명) 기반 블럭화

• 선택지역 집계대상 인구수 제공
Ex) 반포자이 아파트 집계대상 : 9천6백46명

• 블록별 세부 금융소득 DB 제공
(선택지역 및 상위 시군구 읍면동 단위 DB 제공)       

데이터 엑셀 다운 기능 à

주거지 기준 금융소득 DB 제공
전국
서울특별시(상위 시도) 
서초구(상위 시군구) 
반포1동(상위 읍면동) 
반포자이 아파트(선택지역)

à

Ⅱ. K-Atlas 솔루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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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켓지역분석 – 근무지 세부 분석 예시

• EX) 서울특별시 코엑스
• 단위(개인,가구) / 직업구분(자영업자,급여소득자,기타)

• GIS 기반 블록단위 조회
아파트, 오피스텔 à 단지별 블럭화
비주거 구역 à 금융 생활인구(50~300명) 기반 블럭화

• 선택지역 집계대상 인구수 제공
Ex) 코엑스 집계대상 : 2만 2천 641명

• 블록별 세부 금융소득 DB 제공
(선택지역 및 상위 시군구 읍면동 단위 DB 제공)       

근무지 기준 금융소득 DB 제공
전국
서울특별시(상위 시도) 
서초구(상위 시군구) 
삼성1동(상위 읍면동) 
코엑스(선택지역)

à

Ⅱ. K-Atlas 솔루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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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분석 – GIS 기반 블록단위 분석

• 전입 / 전출 DB 제공
기간 설정 : 6개월 / 1년 / 2년 / 3년

• 어느 지역에서 전입 혹은 전출을
들어왔는지 비율 파악 가능

EX) 3년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전출입 분석
à 어느 지역에서 군산시로 전입을 했는지에 대한 비율
à 어느 지역으로 군산시에서 전출을 갔는지에 대한 비율
à 시군구 / 읍면동 단위

EX) 3년전부터 현재까지 선택한 광교 신도시 아파트
à 어느 지역에서 전입을 했는지에 대한 비율
à 어느 지역으로 전출을 갔는지에 대한 비율

• 시군구 / 읍면동 단위 전출입 비율 DB 조회 가능

• GIS 기반 블록단위 조회 가능
(아파트 및 오피스텔 세부 단지 지정 가능)

• 연소득금액, 월카드소비금액, 주택담보대출잔액
à 전입을 들어온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 파악 가능

Ⅱ. K-Atlas 솔루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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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분석 – 거시적 전입 / 전출

• 어느 지역에서 전입 혹은 전출을 들어왔는지 파악 가능

EX) 3년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전출입 비율
à 어느 지역에서 전입을 했는지에 대한 비율
à 어느 지역으로 전출을 했는지에 대한 비율
à 계속거주비율 : 계속 거주를 한 주민들의 비율
à 이주비율 : 전입을 들어온 비율

• EX) 전라북도 군산시 전출입 분석

전입 비율 / 시군구 단위
à 어느 시군구에서 군산시로 전입을 왔는지

전출 비율 / 시군구 단위
à 어느 시군구로 군산시에서 전출을 갔는지

Ⅱ. K-Atlas 솔루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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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분석 – 주거지 세부 전입 / 전출

• 어느 지역에서 전입 혹은 전출을 들어왔는지 파악 가능

EX) 3년전부터 현재까지 선택한 광교 신도시 아파트
à 어느 지역에서 전입을 했는지에 대한 비율 파악 가능
à 계속거주비율 : 계속 거주를 한 주민들의 비율
à 이주비율 : 전입을 들어온 비율

• EX)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 신도시 전출입 분석

예시 기간설정 : 3년전 ~ 현재시점 / 전입 분석

Ⅱ. K-Atlas 솔루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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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 분석 – 주거지 분석 예시

• EX) 경기도 수원시 광교 신도시

• GIS 기반 블록단위 조회
• 통근비율 / 주거지 기준

à 어느 지역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지 파악 가능
• 연소득금액, 월카드소비금액, 주택담보대출잔액

à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 파악 가능

데이터 엑셀 다운 기능 à

Ⅱ. K-Atlas 솔루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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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 분석 – 근무지 통근 분석 예시

• EX) 서울 코엑스

• GIS 기반 블록단위 조회
• 통근비율 / 근무지 기준

à 어느 지역에서 출근을 하고 있는지 파악 가능
• 연소득금액, 월카드소비금액, 주택담보대출잔액

à 근무자들의 소득 수준 파악 가능

Ⅱ. K-Atlas 솔루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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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소유자 분석

• EX)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자이 아파트

• GIS 기반 블록단위 조회

• 등기 조회를 통한 실소유자 분석
à 실제 소유를 하며 거주 유무 분석
à 실거주자 /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 DB 파악 가능
à 자기 임대비율 정보 파악 가능

• 추가 제공 DB
à 실거주자 근무지역(읍면동)
à 비거주자 실거주 지역(읍면동)

예시 분석)
반포 자이 아파트 / 집계대상 : 4,241명
연령대 : 30~40대
소유 및 실거주자 : 185명
소유 및 비거주자 : 199명

Ⅱ. K-Atlas 솔루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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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역세권 동향

• EX) 서울특별시 강남역 역세권 분석

• 가맹점 수(현재 / 신규 / 폐업 / 단위 : 점포수)
• 총 이용 금액(단위 : 원)
• 총 이용 건수 (단위 : 건)
• 총 이용 고객수 (단위 : 명)

▌ 제공 DB 목록

• GIS 기반 역세권 조회
• 역세권 외 관심지역 블록 단위 조회 가능
• 선택업종 매출 분석 가능
• 개인카드 소비고객 특성 분석 조회 가능

Ⅱ. K-Atlas 솔루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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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지역 현황 분석 동향

• EX) 서울특별시 성수동 분석
• GIS 기반 시군구 / 읍면동 / K-block 지정

• 역세권 외 관심지역 블록 단위 조회 가능

• 선택업종 매출 분석 가능
(음식, 유흥, 쇼핑, 생활, 문화 등)

• 개인 / 법인 카드 소비 특성 분석 조회 가능

• 가맹점 수(단위 : 점포수)
• 총 이용 금액(단위 : 원)
• 총 이용 건수 (단위 : 건)
• 총 이용 고객수 (단위 : 명)

▌ 제공 DB 목록

Ⅱ. K-Atlas 솔루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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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K-Atlas 솔루션 활용사례

▌ 타겟지역분석 및 고객융합분석

• 고객융합분석 및 타겟지역분석의 소득/소비/대출 정보를 활용하여 차트 구성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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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K-Atlas 솔루션 활용사례

▌ 전입/전출 분석

• 타겟지역분석의 이주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타겟지역으로 유입된 전입지 분석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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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K-Atlas 솔루션 활용사례

▌ 통근 분석

• 타겟지역분석의 통근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타겟지역 거주자의 출퇴근 지역 분석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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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소유자 분석 사용 사례

Ⅲ. K-Atlas 솔루션 활용사례

§반포자이 단지의 자가 비율은 61.42%로 반포1동 평균(52.79%)�대비 높음

§반포자이 소유자의 연 소득과 주담대잔액은 반포1동 아파트 소유자의 연소득,�주담대잔액 대비 높음

-연소득:�반포자이소유자(실거주자:�1.42억원,�비거주자:�1.06억원)��>��반포1동아파트소유자(실거주자:�1.23억원,�비거주자:�8천6백만원)�

- 주담대잔액:�반포자이소유자(실거주자:�4.86억원,�비거주자:�3.76억원)��>��반포1동아파트소유자(실거주자:�4.1억원,�비거주자:�3.31억원)

• 부동산실소유자 분석 메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지 및 지역의 자가 임대 비율 및 소유자 정보 분석

자가 vs. 임대 비율

61.…

38.5

8%

[반포자이] 자가
임대

52.…

47.2

1%

[반포1동] 자가
임대

(단위:�%)

12,33

3�
8,694�

41,01

0�
33,13

6�

실거주자 비거주자

[반포1동]
연소

득
주담

대

14,27

4�
10,62

6�

48,65

6�
37,62

5�

실거주자 비거주자

[반포자이]
연소

득
주담

대

(단위:만원)

*출처: K-Atlas

실 소유자 연 소득 금액 및 주담대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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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어 정리

▌ 용어정리 - 고객융합분석

용어명 내용

성별 남자,여자

직업분류 법인 급여(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기업 급여(중소 기업) , 전문급여(법인 회사 소속 전문직), 일반자영업자, 전문자영업자, 법인대표, 
기타(학생/주부/무직)로 나눠지며, 중복 건은 없음(회계사,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을 전문직으로 분류)

연소득금액
(단위 : 만원)

KCB 추정 소득 및 결정 소득 기반의 평균 연소득 금액

월카드소비금액
(단위 : 만원)

신용카드/체크카드/하이브리드 카드(신용+체크카드)의 평균 이용 금액

총대출잔액
(단위 : 만원)

총 대출 금액 중 상환하고 남은 금액의 평균

주택담보대출잔액
(단위 : 만원)

주택 담보 대출 금액 중 상환하고 남은 금액의 평균

신용대출잔액
(단위 : 만원)

신용 대출 금액 중 상환하고 남은 금액의 평균

연체일수(단위 : 일)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지체한 일수(연체일이 30일 초과된 사람을 대상으로 집계)

면적(단위 : m2) 공급 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 값으로 거실,주방,침실, 욕실 등 실생활 공간에 계단, 복도,현관까지 포함)

매매가(단위 : 만원) 정보 기준 조회 시점의 부동산 매매 가격

전세가(단위 : 만원) 정보 기준 조회 시점의 부동산 전세 가격

인구수/가구수
(단위 : 명) 인구수 : 등록 주소지 기반의 인구수 / 가구수 : 등록 주소지 기반의 가구수 (1명 이상 6명 이하인 경우만 가구화 함)

인구/가구구비율
(단위 : %)

인구 비율 : 해당 지역의 전체 인구 대비 선택된 집계된 인구의 비율 / 
가구 비율 : 해당 지역의 전체 가구 대비 선택된 집계된 가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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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어 정리

▌ 용어정리 - 지역융합분석

용어명 내용

아파트유형 분양/재건축/조합/재개발/리모델링 5가지로 분류

역세권여부 해당 아파트 단지 주변에 지하철역이 있는 경우 “역세권”으로 표시. 그 이외는 ‘-”

난방 방식 개별 난방/지역난방/중앙 난방/그 외 기타 4가지로 분류

초고층주상복합여부 초고층주상복합인 경우, “주상복합” 표시 그 이외는 “-”

이주분석 선택 지역에 전입하거나 전출한 사람들의 인구 분석

이주비율(단위 : %) 서울 강남구 이주 비융(전입기준) = 이전 거주한 지역의 인구(행정동 단위) / 
서울 강남구 거주자 인구수(※ 서울 강남구 역삼1동에서 대치1동으로 이사갈 경우, 이주 비율에 해당)

계속거주비율
(단위 : %)

서울 강남구 계속 거주 비율(전입기준) = 서울 강남구 계속 거주 인구수(행정동 단위) / 서울 강남구 거주자 인구수

통근 분석(단위 : %) 선택 지역에 출퇴근 하는 사람들의 인구 분석

통근 비율(단위 : %) 서울 강남구 통근 비율(근무지 기준) = 서울 강남구 근무자가 거주하는 지역 인구수(행정동 단위) / 
서울 강남구에 근무하고 있는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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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어 정리

▌ 용어정리 - 카드매출분석

용어명 내용

가맹점 업종 대분류 8가지, 중분류 35가지(※ 자세한 업종명은 K-ATLAS 홈페이지 USER GUIDE 내 업종관련 EXCEL 파일 참고)
Ex) 쇼핑, 문화, 내구재 등

거주민 카드사 등록 정보 기준 선택 지역과 자택주소가 동일한 경우, 거주민
Ex) 서울 강남구 거주민이 강남역에서 소비했을 경우, 거주민으로 정의

외지인 카드사 등록 정보 기준 선택 지역과 자택주소가 다른 경우, 외지인
Ex) 서울 양천구 거주민이 강남역에서 소비했을 경우, 외지인으로 정의

인근직장인 카드사 등록 정보 기준 선택지역과 직장 주소가 동일한 경우, 인근 직장인
Ex) 서울 강남구 직장인이 강남역에서 소비했을 경우, 인근 직장인으로 정의

외지직장인 카드사 등록 정보 기준 선택지역과 직장 주소가 다른 경우, 외지 직장인
EX) 서울 서초구 직장인이 강남역에서 소비했을 경우, 외지 직장인으로 정의

거주민_비중(단위 : %) (선택지역의 거주민)/(선택 지역의 거주민+선택 지역의 외지인)
통계 정보 : 이용 금액, 이용 고객, 이용 건수, 건당 이용 단가

외지인_비중(단위 : %) (선택지역의 외지인)/(선택 지역의 거주민+선택 지역의 외지인)
통계 정보 : 이용 금액, 이용 고객, 이용 건수, 건당 이용 단가

인근직장인_비중
(단위 : %)

(선택지역의 인근직장인)/(선택 지역의 인근직장인+선택 지역의 외지직장인)
통계 정보 : 이용 금액, 이용 고객, 이용 건수, 건당 이용 단가

외지직장인_비중
(단위 : %)

(선택지역의 외지직장인)/(선택 지역의 인근직장인+선택 지역의 외지직장인)
통계 정보 : 이용 금액, 이용 고객, 이용 건수, 건당 이용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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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어 정리

▌ 용어정리 - 부동산실소유자분석

용어명 내용

아파트소유건수
(단위 : 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 매매 건수(1건/2건/3건/4건/5건 이상으로 분류)
식별 가능성 문제로 범주화 데이터로만 조회 가능(차원키에 해당)

소유아파트매매가
(단위 : 원)

소유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 매매 가격(비아파트/1억미만/1억~2억미만/2억~3억미만/3억~5억미만/5억~7억미만/7억~10억미만/10
억~15억미만/15억~20억미만/20억 이상 9가지로 분류)

식별 가능성 문제로 범주화 데이터로만 조회 가능(차원키에 해당)

부동산소유건수
(인당)/ (단위 : 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 건수

부동산보유시세
(인당)/ (단위 : 만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 시세가

비거주소유자 실거주
지역(단위 : 명)

해당 아파트 단지 부동산 소유자들의 실거주 지역(행정동 기준)

실거주 소유자 근무지
역(단위 : 명)

해당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의 근무지역(행정동 기준)

소득 유형 자영업자/ 급여소득자(법인회사 소속)/ 무직(학생/주부포함) 3가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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