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ID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프로필과 이벤트를 제공하는 선진 데이터베이스로 
더욱 스마트한 스크리닝을 제공합니다.

GRID란?
GRID는 부정적인 미디어 (adverse media), 제재 대상, 워치리스트 및 PEPs (정치적 주요 

인물)를 포함하는 종합 리스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엄선된 리스크 정보와 인물 또는 

조직 별 상세한 프로필 정보가 함께 제공되므로, 연관된 모든 리스크 관련 정보를 

상세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ID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스크리닝이 가능합니다. GRID는 데이터와 카테고리 

기능을 함께 제공하므로, 자체 리스크 프로필과 연관성에 기반하여 리스크 유형, 

리스크 단계와 최신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긍정 오류 (false positive)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GRID는 다음을 비롯한 광범위한 리스크 및 리스크-이벤트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1,300만 개의 리스크 프로필. 특정 인물이나 조직에 대한 리스크 관련 정보가 

하나의 리스크 프로필로 취합되어 제공됩니다.

» 1만 4천 개 이상의 소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GRID는 이러한 

소스 및 지난 10년간 30억 개 이상의 기사를 분석해 24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관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 부정적인 미디어 (adverse media), 제재 대상, 워치리스트, 정치적 주요 인물 (PEPs) 
및 특수 데이터 세트를 모두 포함합니다

PEPs (정치적 주요 인물)

당사의 PEPs 데이터 세트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PEP에 관한 국가, 위치, 

수준과 이벤트 리스크를 고려하는 고유한 리스크 등급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 세트는 미국 애국법 (USA PATRIOT ACT) 312조, 유럽 AML 지침 4호, FATF(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권장사항 및 Wolfsberg 원칙을 비롯한 국가 및 지역별 규제 

요건을 충족하거나 상회합니다.

종합 글로벌 PEP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GRID는 오랜 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240개 국가 및 지역에 걸쳐 취합된 상세한 PEP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및 과거의 정치 이력도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의 PEP 포지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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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원수

» 의회 공직자

» 핵심 인프라 부문을 책임지는 고위 

공무원

» 인프라 외 부문을 책임지는 고위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지방공무원

» 입법부 고위직

» 대사 및 고위 외교 공직자

» 군 고위관계자

» 사법부 고위직

» 정당인

» 공기업 임원/직원

» 가족

» 친지 및 자문 위원

» 국제 스포츠 기구의 관계자

리스크가 높은 국가의 경우 야당의 당원, 정부 공직자, 연줄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 및 기타 리스크 관련 인물에 관한 데이터 등 보다 심도 있는 정보가 

요구됩니다.

연계 리스크로 전체적인 상황 파악

GRID의 PEP 프로필은 여러 소스에서 리스크 정보를 취합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PEP에 대한 제재, 워치리스트 또는 부정적인 미디어가 있으면 이 정보가 

해당 PEP의 리스크 프로필에 명시됩니다. Moody’s의 데이터베이스는 관계에 의한 

잠재적 리스크가 높은 PEP의 친척과 지인의 정보도 제공합니다.

Moody’s Analytics의 고유한 PEP 리스크 등급 시스템 활용

PEP의 역할이 해당 개인을 불법 활동에 취약하게 만들기는 하나, 모든 PEP가 같은 

것은 아니며 일부는 다른 PEP보다 리스크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구조화된 

PEP 정보를 기반으로 고유의 리스크 등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리스크 등급과 

기타 요인에 따라 스크리닝 결과를 필터링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http://moodysanalytics.com/Product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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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 지위

17가지 분류 중 

하나

PEP 직급

4가지 분류 중 하나

국가 리스크

부패 및 기타 

요인을 평가하는 

지수

이벤트 리스크

부정적인 미디어, 

제재 또는 

워치리스트와의 

연루

PEP 평가

A – 저위험

B – 중위험

C – 고위험

D – 초고위험

국유 기업

SOE(국유 기업)과 SIE(국영 기업)은 국가 관련 간섭 및/또는 기타 자금세탁 활동에 

취약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또한 SOE 이사회의 일원은 PEPs로 간주해야 합니다.

GRID는 광범위한 SOE 정보를 포함하며 SOE와 SIE를 모두 표시하여 국가가 특정 

기업에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따라 리스크 접근 방식을 맞춤화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기업 지배 구조 정보를 통해 다른 스크리닝 서비스에서 누락할 가능성이 

높은 SOE 관련 법인 또는 SOE로 간주해야 하는 법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재대상 및 워치리스트

GRID는 해당 정보를 게시하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확한 최신 제재 

및 워치리스트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미 국무부 및 유럽연합에서 

발행한 지침을 준수하여 제재 대상과 연결된 인물 및 조직에 관한 광범위한 기록과 

결합하여 제공합니다.

http://moodysanalytics.com/Product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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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목록에서 스크리닝

당사는 다음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국내외 제재 및 워치리스트를 제공하고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 OFAC(해외재산관리국) 제재

» UNSC(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 유럽연합 제재 대상 인물, 집단 및 

법인 통합 목록

» UK HM 재무부 제재

» 호주 DFAT 제재

» 캐나다 특수경제조치법 제재

» 탈주자 목록

» 금지 (Debarment) 목록

» 사기 경고 목록

Sanctions Connect로 연계 리스크 파악

Sanctions Connect는 제재 대상과 연관된 개인과 조직을 파악하는 종합 데이터 

세트입니다. 이 정보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대상을 

강조 표시하여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평판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재 대상과의 관계 특성은 프로필에 명확하게 강조 표시되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직 관계

» 자회사 (지분율 > 50%)

» 계열사 (지분율 > 50%)

» 이사회 위원 및 고위 공직자

» 이사회 위원 및 고위 공직자 관련 법인

» 이사회 위원 및 고위 공직자의 가족과 지인

인물 관계

» 관련 법인 - 제재 대상자가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모든 법인

» 제재 대상 인물의 가족 및 지인

http://moodysanalytics.com/Product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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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미디어 (Adverse media)

12만 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소스에서 수집한 글로벌 부정적인 미디어 정보로 

광범위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GRID 프로필에서 50개 이상의 리스크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유럽연합의 AML 지침 6호에 정의된 22가지 전제 범죄 행위 및 FATF 
권장사항에 지정된 범죄 분류를 모두 포함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광범위한 최신 부정적 미디어 정보에 액세스

GRID는 뉴스 매체, 잡지 기사, TV 및 라디오 방송 기록에서 소싱한 관련 부정적 

미디어 기록 수십억 건을 포함합니다. 글로벌 미디어 소스는 전 세계의 대규모 국제 

매체뿐 아니라 소규모 지역 매체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75개 국가 이상의 외국어 

뉴스를 모니터링하여 직접 영어로 번역합니다. 글로벌 미디어를 통해 발굴한 최신 

리스크를 알릴 수 있도록 매일 수천 건의 품질 검증이 완료된 언론 기사가 GRID에 

추가됩니다.

부정적인 미디어 검색 자동화

개인이나 조직을 GRID 프로필과 매칭하면 범죄행위 분류, 단계, 날짜와 소스가 강조 

표시된 관련 부정적 미디어 정보의 요약이 제공됩니다. 모든 콘텐츠는 중복이 제거된 

형태로 제공되므로 수많은 기사를 살피거나 관련 없는 정보를 검토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 활용

GRID의 모든 미디어 소스는 경험이 풍부한 연구팀의 철저한 평가를 거치므로 

정확성과 품질이 보장됩니다. 당사는 가능한 한 최고의 보도 기준을 준수하는 권위 

있는 언론기관의 소스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moodysanalytics.com/Product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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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데이터 세트

Iran Connect

Iran Connect은 이란의 에너지, 운송 및 군사 부문과 연관된 개인과 조직을 식별하는 

데이터 세트로서 지속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이 정보는 원래 2010년 미국에서 이란 

통합 제재, 책임성 및 투자 회수법이 시행되고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공조하여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취합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의 

범위는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마 관련 비즈니스

대마 산업은 변동성이 심한 규제 환경에서 운영되며, 미국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합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대마 관련 비즈니스 데이터 세트는 이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주체 및 관련된 기업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 세트의 범위는 인가 완료 및 인가 대기 중인 비즈니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더불어 재배자, 실험실, 제조사, 운송업체, 의료용 대마 및 여가용 대마 소매 

제조실을 포함한 공급망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개 티어로 분류됩니다:

» 티어 1: 대마를 ‘접촉 (touch)’하는 기업(재배자, 도매업체, 소매업체 등)

» 티어 2: 대마를 ‘접촉’하지는 않으나 주된 수익이 티어 1 기업과의 거래에서 

창출되는 기업

» 티어 3: 티어 1 기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관련 수익이 핵심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부수적인 기업

파나마 페이퍼

파나마 페이퍼는 파나마의 로펌인 Mossack Fonseca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출된 1,150
만 개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 파일들은 조세피난처가 부를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행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36만 개 이상의 법인이 이름 및 주소 분석을 

포함한 광범위한 데이터 클렌징 후 GRID에 추가되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를 통해 

식별된 법인의 프로필을 GRID의 강력한 기능과 조합하면 부정적인 미디어, PEPs 및 

제재와의 연루를 확인하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http://moodysanalytics.com/Product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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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프로필

엄선된 리스크 정보가 개인 또는 조직별 상세한 프로필 정보와 함께 제공되므로, 

연관된 모든 리스크 관련 데이터를 구조화된 상세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관련성 높은 리스크 정보의 간략한 요약과 함께 각 리스크 이벤트별 상세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각 항목의 카테고리, 범죄 단계, 날짜와 출처가 명확하게 

강조 표시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가 용이합니다.

GRID를 이용하고 액세스하는 방법

더 스마트한 스크리닝 

Review
Compliance Catalyst

Review 솔루션은 리스크 프로필과 

허용 범위에 따라 인물과 법인을 

스크리닝 및 모니터링하여 거래 

대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이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포괄적인 리스크 

프로필 및 이벤트 데이터베이스인 
GRID를 기반으로 합니다.

Review는 데이터, 기술 및 인력을 

결합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고 긍정 

오류 (False Positive)의 수를 크게 

줄입니다.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엔진 및 

리스크 관리 플랫폼인 Compliance 
Catalyst는 귀사의 데이터를 최고의 

법인 데이터베이스인 Orbis의 

데이터와 조합하고, GRID의 데이터 

및 Review 기능을 통해 더욱 스마트한 

KYC 스크리닝을 제공합니다.

Compliance Catalyst는 KYC, AML 및 

뇌물수수 및 부패 방지 연구를 

간소화하고 더욱 효율적인 

클라이언트 온보딩과 KYC를 가능하게 

합니다.

http://moodysanalytics.com/ProductRequest


CONTACT DETAILS 
 
Visit us at moodysanalytics.com or contact us at a location below.

AMERICAS
+1.212.553.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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