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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디지털 혁신의 현재 상황
클라우드, 모바일, 데이터 급증, 소셜 참여와 같은 시장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규모 및 유형의 기업들은 "디지털 혁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야지만 혁신과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Gartner는

이를 "힘의 결합(Nexus of Forces)"이라고 정의

최고경영진은 향후 5년 동안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 커다란 과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

58%의 응답자가
소셜, 모바일, 분석 및
클라우드를 통해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

69%의 응답자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
덕분에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

41%의 응답자가 기존
산업 분야가 아닌 곳에서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금융 시장의 위협
전통적인 은행의 대다수는 가치 사슬 제어의 약화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이중고를 경험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전통적인
은행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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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은행의 경제는 전통적 은행 대비
경쟁우위를 제공
디지털화를 통한 이점

5%

혁신적인 새로운 제안과 비지니스
모델의 매출을 통해서 매출의 순이익
증가

10%

디지털 판매, 데이터 기반의 교차
판매와 새로운 상품의 매출을 통해서
매출의 순이익 증가

30%

디지털화와 트팬잭선 마이그래이션을
통해서 운영비용을 절감하여 매출의
순이익 증가

핀테크와 디지털 은행의 경제는 금융의
미래를 재정의 할 것임
Source: “Strategic choices for banks in the digital age” Mckinsey &Co.
January, 2015

금융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응대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결제, 서비스
연동 요구 사항에
대응하려면 ?

새로운 핀테크 금융
서비스 Idea를 빠르게
실현 하려면 ?

비금융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한 자체
생태계를 확보 하려면

내/외부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소싱
하려면 ?

자료참조: 동아일보 - http://news.donga.com/3/all/20160111/75826849/1

사례 #1 : 미국 씨티은행
주전산기에 API를 추출/적재하여 Apple
pay, Google wallet과 같은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에 표준 채널로 활용.
*전세계를 대상으로 citi mobile challenge
를 Open API 및 클라우드 환경 상에서
진행

사례 #3 : 호주 ANZ 은행
개인자산관리,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API 및 클라우드환경을 활용
멜버른을 기반으로 Open Innovation Lab
을 운영

사례 #2 : Tangerine 은행 (구 ING Direct)
대형은행에 인수된 무점포 은행으로써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는데 API 기반의 아키텍쳐를 활용

사례 #4 : 호주 Westpac 은행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를 출시를 위해
처리계 API를 추출 활용하여 협력
스타트업들과 내부 혁신 프로그램 진행
(API, 클라우드플랫폼을 활용한 내부
해커톤/챌린지 프로그램)

사용자 또는 파트너와 소통 방식의 변화 >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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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의 성공 = API 외부화 + API 현실화
API 외부화
API 탐색 기능
셀프 서비스 등록
상호적인 API 테스트
App 키 제공
API 사용 분석

복수의 dev 커뮤니티

API 현실화
API 게이트웨이 배치
멀티 테넌시(Multi-tenancy)

트래픽/유량 제어
런타임 정책 적용
OAuth 보안 관리
데이터 변환/보정
백엔드 서비스 연계
버전 관리
분석 지원
API 배포
역할 기반 접근 제어

모니터링 및 통지

API 구현 및 운영 시 고려 사항
API 운영을 위해서는 비지니스 관점에서 노출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선택 및 설계 뿐만 아니라 , 운영
환경 시의 보안, 정책 및 통제, 손쉬운 API 활용 환경, 분석 및 모니터링, API 라이프사이클 관리, API
서비스 SLA 및 고가용성과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적용 사례

기술 영역
보안

API 카탈로그
/ Portal

API 분석

API 라이프
사이클 관리

고가용성
확장성, SLA

•
•
•
•

다양한 환경에서의 보안 (웹/모바일, DMZ/내부/클라우드/SaaS, 멀티채널/옴니채널)
통신 레벨 보안, 해커 위협 보호, 메시지(전문) 및 Application 보안
사용자 인증(Authentication), 권한(Authorization) 및 감사(Audit)
보안 신기술 적용(OAuth 2.0, 멀티 폼 인증, 전자 서명, 암호화 칩, AV 연동, SSO Reverse Proxy 등)

•
•
•
•

코딩 없는 구성 및 서비스 중인 API들의 조립
비즈니스 민첩성을 위해 빠른 API 생성, 테스트 및 배포 (수 분내)
개발자 및 사용자를 위한 API 카탈로그/포탈 생성, 수많은 개발자 대상 API 공유
복수의 개인/기업에게 독립적인 개발/테스트 운영 환경 제공(Multi-Tenancy)

•
•
•
•

API를 통한 비즈니스 및 운영 현황 분석
API 사용에 대해 제공자(기업)와 소비자(고객) 관점의 분석정보수집, 비즈니스 상관관계 파악
API 사용 과금을 위한 정보 제공
리소스 현황 등과 같은 대시보드 기능

•
•
•
•

API 생성, 개발, 테스트 및 운영 라이프사이클 관리 필요
API 소비자에게 서비스 중단 없이 API 업데이트 반영
API에 대한 개발 및 사용 편의성(태그, 즐겨찾기, 검색등)
API의 버전 생성, 이전 버전 복귀 등 버전 관리 기능

• API 고가용성을 위한 다중 클러스터링(부하분산) 및 Fail-Over 기능 필수
• 운영 환경에서 중단 없는 확장성(API 사용 증가 시 병렬 구조로 API 게이트웨이 추가)
• API를 사용하는 각 업체 별, App 별 등 API 트랙픽 제어 및 SLA 관리

비즈니스 관점의
Open API 개발

비즈니스 전략
왜 API 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비지니스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Financial?

Partnering?

Competitive Pressure?

Time to Market?

Market Share?

Internal Mobile Development?

Innovation?

Other ideas?

일반적인 사용 사례

1

Exposing systems of record to Mobile apps
2

Accelerate internal development
3

Expand the reach of your business
4

Build hybrid cloud applications
5

Monetize data and services

좋은(Good) API 를 위한 3가지 질문
누가 청중(API 소비자) 인가?
 청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면 좋은 API 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없음
 2014년 통계에 따르면 80% 이상의 API 가 내부용이지만 점점 외부용이 증가함
 클라우드와 모바일은 API 가 기본 – 종종 좋은 시작 지점이 됨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단지 API 로 “가지고 있는 것“ 을 노출하는 것은 특별히 유용하지 않음
좋은 API 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즐거운 API 경험＂에 예술이 있다
많은 API 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임

어떤 조건에 따라 공유하고자 하는가?





비관리 API 는 혼돈을 유발
비지니스 조건은 중요함(계획)
단방향이 아니라 서로 주고 받아야 함
공유를 쉽게 해야 함

https://developer.ibm.com/apimanagement/2015/05/07/how-to-get-to-two-speed-it/

Open API 접근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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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PI 도입 모델


API 검색 & 시험적 시도



플랫폼 선택 및 타깃 확장



핵심 프로세스 재구상



차세대 API 에코시스템 기반의
서비스형 비즈니스

-API 전략을 도입하는 첫 단계입니다.
하나 이상의 API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사용

- 테스트 단계를 넘어서 다른
비즈니스 유스케이스에 API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모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API 공개 및 외부화를
위해 합당한 근거에 따라 핵심
시스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 경영진이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고자 비즈니스 중심 혁신적
사고 전환의 방법으로 API 기반
확장형 서비스를 더 광범위하게
전략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입니다

- 웹 시대의 기업들이 시작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기능을 지원하고
고객을 파트너로 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 방법을 선택하고
API 경제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Open API 도입 전략
 다양한 사례를 통합하여 살펴본 Open API 도입 전략은 변화하는 핀테크 분야에 대한 접근 전략 및
전문화를 위한 조직, 적극적인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핵심 서비스의 핀테크 활용 및 Open API 플랫폼 등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며 조직전반에 Digital Native 문화가 형성되어야 함
 금융업과 IT 를 접목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핀테크 전문 인력 확보
 IT와 LOB 전문 인력과의 협업을 통한 핀테크
접근 전략, 비즈니스 모델, 적용 업무, 방법 및 기술 검증 등
핀테크 실행 Focal Point 역할 주도
 핀테크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장 잠재력을
검토, 수용하여 새로운 시장 진출 및 고객 확보의 생태계 구축
 모바일에 초점을 맞추어, MASS 고객(20대-40대) 대상으로
스마트한 투자를 위한 접근성 및 편의성을 최우선화 함.
 유망 핀테크 기업의 지원, 수익 배분, IPO로 자산화
 비대면 인증, 온라인 결제, P2P 송금, 로보 어드바이저,
소셜 빅데이터 분석 등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을 지닌
외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투자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한 비용 효율화와 민첩성(Time to Market)
제고
 내부 서비스를 표준 오픈 API (RESTful/웹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하여, 내부 및 외부의 신규 서비스 창출과 연동 시에
개발 시간 단축 및 비용 효율성 제고
핀테크 접목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 비즈니스 우선순위에
따른 비즈니스 API 판별이 중요함.

Open API 개발

API 는 SOA service 의 새로운 이름이 아님
많은 유사성이 존재 –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 :
의도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다름
“전달의 효과성과 신속성을
어떻게 가속화 할 것인가 ?”
SOA

Reuse → 전달 노력
Sharing → 효과성
Encapsulate → 변화의 최소화

“혁신의 속도를 어떻게
가속화 할 것인가 ?”
APIs

Reuse → 전달 속도
Sharing → 편의성
Encapsulate → 배움의 최소화

종단간의 비지니스 디자인

각 역할별 요구사항
API 담당자
• API 배포 및 관리
• 개발자 포탈 API 공개
• API 의 KPI 관리

App 개발자
• API 검색 및 가이드 참조
• App 사용 분석

인프라 관리자
•API 환경 운영 관리
•운영 환경 확장
•이슈 확인 및 해결

API 개발자
• API 개발
• 보안 설정
• 버전 관리

“충분한” 거버넌스
API 는 속도와 시간에 집중하지만 기술적인
통제관점에서 경량화된 거버넌스도 필요함.

거버넌스 모델은 API 소비 제어 수준에 기반해서 다양해
져야 함.
Internal:
•API 식별, 버전 관리,
보안에서는 우려가 조금
적음 (내부 사용)
•Monetization = 과금
•자격 확인/집행은 보다
유연하게 수행

Partner:
•API 식별,
•버전 관리 계획,
•보안
•프라이버시
•Monetization – 아마도?
•자격 확인/집행은
유연할수도 강하게 할수도
있음

Always required:

•Communication
•Measurements

Public:
•API 식별,
•버전 관리 계획,
•보안,
•프라이버시
•법률
•Monetization
•자격 확인/집행은 종종
강하게 수행됨

“API Factory” 접근

운영 Factory 프로세스에서
API 개발 프로세스 표준화

 API 들은 그들의 기능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하지만, 모든 API 는 제안, 아키텍처 리뷰,
비지니스 소유자 리뷰와 같은 비슷한 라이프 사이클을 따르며 테스트를 위해서 패키징하고
운영을 위해 배포되거나 새로운 버전이 나와 더이상 사용되지 않거나(Deprecated) 되거나
폐기(Retired) 됩니다.
 API 생성 프로세스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API 개발 자동화를 위해서 운영 엔지니어링 접근
방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PI Factory 구축이나 API Lifecycle 관리 목적의 대부분은 어떻게 Factory 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의 방법을 정의하는 것 입니다.

API Lifecycle 관리
INDEX
Start

Old Service State

API Designer
proposes API

Action or Activity

New Service State

Identified
Retired

아키텍트 리뷰
(Data & Lead)

Specified

폐기 결정

비지니스 소유자
리뷰

Realized

업데이트
제안
소유자
거부

API 패키지, 버전화, 테스트

Deprecated

재버전작업

Staged
운영환경에 배포

Published

재작업 필요

Design Time

Run time

단순함과 세밀함
App 개발자의 손쉬운 사용을 위한 디자인
•

APIs 는 세밀해야 함 (SOA 서비스 형태가 아님)

•

한가지 일만 수행

•

파라미터는 이해가 쉬워야 함 – 셀프 문서화가 목적. API 호출에 대하여 샘플과 결과
데이터 제공

•

일상적이지 않은 것은 안하는 것이 좋음

•

시도하기 쉽게 만들어야 함

API 시스템의 뒷단은 복잡할수도 있음
•

복잡성을 노출하지 않음

•

하나의 API 호출이 3가지의 백엔드 시스템을 접속하여 다량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90%의 데이터를 버리고 10% 만 API 의 요청의 응답을 줄 수도 있음. 그래도 3
종류의 API 를 만들거나 고객이 그 일을 하게 만들지 마십시요

세밀하고 단순한 API 를 구비함으로써 백엔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관된 API 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

Open API 운영

기술적인 거버넌스
API 는 속도와 시간에 집중하지만 기술적인
통제관점에서 경량화된 거버넌스도 필요함

•라이프사이클(Lifecycle) – 상단에 언급한 단계로 분리가 요구됨
•보안 – App 보안이 App key 나 secret 을 통해서 처리됨. App 의 사용자는 App 자체에 대한 로그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Oauth 를 사용하여 식별됨
•배포(Deployment) / 출판(Publishing) – 초기 환경은 일반적으로 동기적으로 처리되나 운영환경의 경우
고립되거나 비연결 배포 방안이 필요함
•버전관리 – 퍼블릭 API 의 가장 중요한 점. 변경에 대한 계획이 필요. 하위 호환성을 준수하여 API 를
만들어야지만 소비자가 자동으로 새로운 버전을 수용할 수 있음.

•확장 – 확장성은 클러스터에 인스턴스 추가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루어져야 함.
•통합 – 직접 벡엔드 서비스에 연계하거나 보다 복잡한 ESB 에 연계를 위한 단순한 통합.
•API 표준 / 모범 사례 – 일반적으로 REST 나 SOAP 이 가장 보편적. 데이터 전송량 감소를 위하여 REST/JSON
형태를 보통 사용. 네이밍 표준을 설정
•단순화 / 세밀화(Granularity) – API 는 가급적 세밀화하며 가급적 하나의 API 가 한가지 일을 수행해야 함.
API 의 파리미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벡엔드 시스템이 복잡하다고 해도 그 복잡성을 API 로
노출하지 말아야 함

반복적인 개발(Agile)
•
•
•
•
•
•
•
•
•
•

기존 비즈니스 자산을 활용하여 API 생성 및 노출 기능
코딩 없이 설정만을 통한 API 개발 기능
스냅샷을 통한 API 버전 관리 및 제어 기능
여러 조직 별 접근 가능한 멀티 테넌트 환경 제공
LDAP, OAuth 를 통한 인증 및 보안 관리 기능
권한 제어/정책 설정 및 서비스 QoS 제어 기능
API 호출 로깅 및 디버깅 기능
API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
APIM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API 공유/탐색 및 활용을 위한 개발자 포탈 기능

•
•
•

기존 비즈니스 자산 분석 및 API 노출 대상 비즈니스 서비스 선정
API 서비스 방안 수립 (목표 대상/노출 레벨/정책 등)
선정된 비즈니스 자산 API 서비스 방안 기술 검토

•
•
•
•

API Management 환경 설계
API Management 설치 및 구성
사용자/그룹 정의 및 권한 관리 모델 정의
API Management 와 LDAP 연동

•

API 구현 단계

•
•
•
•
•

API 워크샵
– 인터뷰 및 리뷰 후에 2,3 개의 타겟 서비스 API 선정
검증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서비스 범위 정의
대상 서비스 API 디자인 및 표준화 작업 수행
서비스 API 생성 및 구현 작업 수행
서비스 API 별 정책 생성 및 적용
테스팅 및 검증

•
•
•

서비스 API 생성 및 배치 프로세스 가이드 작성 및 교육
서비스 API 포탈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API 포탈 사용방안 가이드 수립

API 활용 단계

•

기 산출물 활용하여 추가 서비스 API 생성 및 배치 작업 반복

API Management 플랫폼

API 설치 단계

Open API 를 통한 API 경제 구축

비즈니스 자산
기업의 공개 가능한
서비스

Web API
비즈니스 자산에
상용 액세스를 제공

개발자
API를 사용하여
App을 개발

App
최종 사용자
API를 통해
비즈니스 자산 기반의
백엔드서비스 사용 App 사용으로 매출 증대

최적화
고객으로부터 얻은 통찰력 기반

API 경제
기업[공급자]의 내부 비즈니스 자산 또는 서비스를 Web API 의 형태로 3rd Party[소비자] 에 공개
새로운 자산의 생성 및 소비를 통해 추가적인 비즈니스 가치의 창출

참고 사례 자료

고객 사례
글로벌 대형 은행은 주요 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손쉽지만 보안화된
접근을 제공

$

Business Challenge
 내부 파트너와 개발자에게 주요한 금융 서비스를
발견/접근하는데 어려움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나 소상공인들과 같은 내부 파트너
관리를 위한 표준 에코시스템의 부족
 업무 담당자를 위하여 서비스의 사용량 파악이나 과금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시적 정보 부족
Solution
 IBM API Management & DataPower Gateway
Business Value
 셀프 서비스 경험과 함께 3rd 파티 소상공인들에게 API
로서 주요 서비스에 보안화된 표준기반의 접근 방안 제공
 중앙화된 저장소와 파트너들을 위한 사용량 분석이
가능한Apps
내부 에코시스템 제공
Exampl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혁신을 드라이브

고객 사례

$

고객 사례
Citibank Mobile Challenge 2014

$

• 2014년의 CitiBank Mobile Challenge에서는 총 62개국에서 3,000명 이상의 개발자,
740팀의 출품작 중에서 20개의 Finalist를 선정하였습니다.
• 지불 결제, 투자/펀드 큐레이션, 크라우드 P2P 대출, 웨어러블 핀테크등의 여러 영역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고객 사례

$

Best Payments Experience: "JoinPay"

위치기반으로 주변의 친구 및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검색해 주고 지불 시 P2P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함.

JoinPay app에
로그인하여
근처에 있는 친구를
초청합니다

같이 식사하고
싶은 친구를
고릅니다

Citi point 뿐 아니라
예약 가능등 오퍼링을
제공합니다

레스토랑을
선택하고
예약합니다

식사비를 계산하고
필요에 의해
조정합니다

eWallet으로
계산합니다

고객 사례
Citi Mobile Challenge APIs - 2015

$

고객 사례
Citi Mobile Challenge - 2015

$

씨티은행은 지난 8월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열린 '씨티 모바일 챌린지'에서 한국 핀테크 업체 2곳이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씨티 모바일 챌린지는 디지털 및 모바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행사로 올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전세계 376개 도시에서 1900여건의 지원서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국 출신 72개 팀들은 네 차례의 결선대회를 거쳤다. 국내 3팀도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결선에 진출했으며 생체행위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선보인 케이티비솔루션이 '최고의 인증 솔루션(Best Authentication
Solution)'을, 모바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스템을 구현한 피노텍이 '최고의 모바일 담보대출 솔루션(Best Mobile
Mortgage Solution)'을 수상했다.
참고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1616115888608&outlink=1

고객 사례
YES Bank – 새로운 디지털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비지니스 확장

$

Business
BusinessChallenge
Challenge
 Yes Bank 는 해외 거주 인도인들이 인도 내부로 송금하는
성장하는 시장에 뛰어들기를 원하였음
 비지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원할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능한 많은 교환소(exchange house)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
적이였음
Solution
 IBM API Management & DataPower & StrongLoop
Business Value
 사회적으로 상호작용 가능한 개발자 포탈을 활용하여 수천
곳의 파트너를 대상으로 빠르게 셀프 서비스 온보드 환경
제공
 IBM Integration Bus(ESB) 에서 제공중인 그들의 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외부에노출
 모든 채널들을 대상으로 단일 접점 포인트로 API
Management 플랫폼을 제공

고객 사례

Westpac

IBM API Management 를 사용하여 Open API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공개를 허가한 다양한 고객 사례

요약
API 외부화

API 현실화

맺음말
가장 성공적인 금융기업은 고객의 일상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Retail

Mobile wallets

Lending
Marketplace
Branches

금융기업

P2P
Lending

Investment

Trading
Transactions

Crypto
currency

Customer

Savings

ATMs
Ticketing

Crowd
funding

Payments

Mobile pay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