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핀테크 아이디어를 품다

신한금융그룹 OPEN API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더하여 생활 속 핀테크 실현하기

⚫ 본 해커톤에 제공되는 API는 실제 신한금융그룹 내에서 사용되는 API 중 일부 입니다.

⚫ 해커톤 기간 중 아이디어 개발 및 구현에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API 인증(예시, OAuth 2.0), 보안(SSL, 암호화, 서명검증 등)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 DATA는 모두 위/변조되어 있으며 본선 참가자에 한하여 상세 명세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본 해커톤에 참여 시 아래 API 목록 중 1개 이상의 API 가 활용되어야 합니다.
⚫ 별도 SDK나 swagger문서는 제공되지 않으며 응답으로 받는
JSON에 대한 파싱 처리는 직접 구현 하여야 합니다.

신한은행 OPEN API
업무구분
이체

API 명
이체(원화)
이체(외화)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은행코드 조회
예금주 실명 조회
전체 계좌목록 조회
예적금계좌 내역 / 계좌정보 상세조회

계좌조회

대출계좌 내역 / 계좌정보 상세조회
외화계좌 내역 / 계좌정보 상세조회
펀드계좌 내역 / 계좌정보 상세조회
신탁계좌 내역 / 계좌정보 상세조회
ISA계좌 내역 / 계좌정보 상세조회
방카슈랑스 계좌 내역 / 계좌정보 상세조회
전세자금대출 한도조회 실행

인증

인증_1원이체
실시간환율조회(기간별)

기타조회

실시간환율조회(회차별)
영업점/ATM 찾기(키워드검색)
영업점/ATM 찾기(지역검색)

결제

SOL페이 QR 결제

신한카드 OPEN API
업무구분

API 명
영문명 자동변환
휴대폰 본인인증 요청 및 확인
신도로명 주소 정제결과 조회
실시간 계좌예금주 조회
공인 인증

국가코드조회
은행코드조회
카드상품조회
카드소지 개인회원 신상조회
카드 신청

카드상품 동의서 조회
인터넷 카드신청 접수
인터넷 카드신청 간이심사
카드인증
KCB실명인증
인터넷 카드신청 특송불가여부조회
비회원 비자안심클릭 카드 인증
1원인증요청
1원인증 결과확인
인터넷 카드신청 간이심사 - 외부신용평가제외

카드 조회
결제예정금액 조회
한도 조회
포인트 조회
청구내역 조회

유효 카드 정보 조회

결제예정금액 총괄
결제예정금액(일시불, 현금서비스 상세)
개인한도조회
포인트 및 마일리지 조회
포인트 월별 적립/사용/만료 총 포인트 조회
(신용)월별 청구내역 최근 6개월 이력조회
(신용)월별 청구내역 조회(상세총괄)
(신용)국내사용내역조회 - 일시불/할부
(신용)해외사용내역조회 - 일시불조회

이용내역 조회

(체크)국내사용내역조회 - 체크 승인
(체크)체크카드 해외 승인내역 조회
(할부)결제예정금액(할부, 론 상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용내역 조회

신한금융투자 OPEN API
업무구분

주식

정보

자산

대출

해외주식

API 명
주식 현재가 체결
주식 현재가 주가추이
주식 차트
주식 지수
주식 주문
주식 잔고
주식 관심종목조회
주식 관심종목등록
주식 종목검색
주식 체결내역조회
정보 주식 뉴스목록
정보 주식 뉴스내용
정보 투자 금융이슈
정보 투자 Top pick 키워드
정보 투자 Top pick 뉴스목록
정보 투자 Top pick 뉴스상세
자산 자산현황
자산 계좌별 현황
대출 예탁증권 담보대출현황
대출 예탁증권 담보대출가능종목
대출 예탁증권 담보대출신청
해외주식 간편투자 종목조회
해외주식 간편투자 투자현황
해외주식 간편투자 종목뉴스목록
해외주식 간편투자 환율조회
해외주식 간편투자 주문내역조회
해외주식 간편투자 환전
해외주식 간편투자 주문
해외주식 간편투자 체결내역
해외주식 현재가 체결
해외주식 현재가 주가추이
해외주식 챠트
해외주식 주문
해외주식 적용환율 및 환전가능금액 조회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비율별 매수가능수량
해외주식 잔고 예수금
해외주식 체결
해외주식 종목검색

신한생명 OPEN API
업무구분

계약조회

보험료 납입

변액

사고보험금

대출

연금
기타

API 명
보험계약 목록조회
보험계약 상세 내역조회
보험계약 가입특약조회
보험계약 보장내역조회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조회
보험계약 채널별 해지환급금조회
보험계약 채널별 중도인출금 조회
보험계약 채널별 배당금조회
보험계약 채널별 만기환급금조회
보험계약 채널별 분할보험금조회
보험계약 계약별 거래내역조회
보험계약 계약별 거래내역상세조회
보험료 납입내역 상세조회
보험료 납입 예금주 조회
보험료 납입 처리
보험료 자유/추가 상세조회
보험료 자유/추가납입 처리
변액보험 목록조회
변액보험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 조회
변액보험 계약 수익률 조회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조회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상세 조회
사고보험금 통원내역 상세조회
사고보험금 처리현황조회
사고보험금 청구 진행 현황 조회
사고보험금 지급 현황조회
사고보험금 실손보험금 지급현황 조회
대출 일괄계산 조회
보험계약 대출 목록조회
보험계약대출 지급처리
대출 고객 정보 조회
대출 3영업일 구하기
대출 즉시이체 계좌조회
연금 미수령 계약 조회
고객여부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