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API Connect
개발부터 실행, 보안 및 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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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API는 필수!

파괴적 혁신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대부분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중!

소비자는 강력한 매력을 지닌
옴니채널 브랜드 경험을 원합니다.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에
맞서야 합니다.

API 경제로 가는 지름길
API 라이프사이클의 4단계, 즉 API 개발, 실행, 보안, 관리를 모두 지원하는 유일한 통합 API 관리 솔루션, IBM
API Connect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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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Connect는 다음 이점을 제공하는 IBM의 API 관리 솔루션입니다.
• 전체 API 라이프사이클을 아우르는 엔드 투 엔드 통합 경험을 제공하여 비용을 줄이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간소화합니다.
• API 개발 및 기록 시스템 (System of Record)으로부터의 검색 과정을 자동화하여 빠르게 상용화합니다
• 셀프 서비스 방식의 API 액세스로 개발자가 신속하게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IT 운영 팀도 보안 및
거버넌스 제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Node.js와 Java를 통합 관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 언어 및 프레임워크도 지원하면서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중앙 IT 부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춥니다.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라이센싱 모델을 통해 완전한 플랫폼 유연성을 실현하고 소유 비용을 줄입니다.

IBM API Connect
개발부터 실행, 보안 및 관리까지

API Connect를 선택한 고객이 누리는 4가지 중요 이점

개발자의 관점
- 빠른 결과와 우수한 앱
품질

IT 관리자 및 아키텍트의 관점
- 간소화 및 위험 최소화

개발자는 손쉽게 기존 API 및
백엔드 데이터 소스를 검색한
다음 모델 기반 툴을 사용하여
더 빨리 새로운 API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출시 기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IT 관리자는 API Connect를 통해
엄선된 정보 자산을 개발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API 정책에
따라 회사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액세스 및 사용이 보장됩니다.

비즈니스 분석가의 관점
- 신규 수익 창출,
브랜드 범위 확대
비즈니스 분석가는 API Connect
의 분석 기능을 사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API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API에서
외부 개발자 대상의 유료화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알아냅니다.

현업 관리자의 관점
- 혁신과 성장
현업 관리자는 기본 제공된 분석
기능으로 고객 및 경쟁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시장 이니셔티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API
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요건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고 확장되는 솔루션
API Connect는 온프레미스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하이브리드 호스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잡하게 여러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API
Connect는 3가지 버전의 유연한 라이센싱 방식으로 제공되므로, 부담 없이 시작한 다음 증가하는 요구사항에
따라 손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API Connect는 월별 API 호출 수를 기준으로 하는 3가지 구독 라이센스

무료 솔루션인 API Connect
Essentials는 API 개발, 실행,
보안,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반을
제공하며 월 최대 50,000회의
API 호출을 지원합니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한

부서 단위의 사용에 적합한
API Connect Professional
은 고가용성 지원, 분석,
Node.js 및 Java 런타임,
통합형 마이크로게이트웨이를
제공하며 월 최대 5백만 회의

API Connect
Enterprise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API Connect
Professional

API Connect
Essentials

형태로 제공됩니다.

API 호출을 지원합니다.

API Connect Enterprise
는 다중 데이터센터 환경에
고가용성 기능, 첨단 분석,
Node. js 및 Java 런타임, 첨단
게이트웨이를 제공하며 월
최대 2,500만 회의 API 호출을
지원합니다.

API Connect 자세히 보기 http://ibm.biz/APIChome_Kr
무료 체험: http://ibm.biz/APICtrial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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