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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Biz을 지원하기 위해

API의 개발, 출시, 테스트 지원,

운영, 버전 관리 등 필요한 기능이 통합된

One-Stop Portal



중앙 집중화된
사용자 관리

시간 및
비용 감소

Spring
JPA

RESTful
API

HTTP
Compo-

nents
Router

도입 효과

아키텍처 APILUX Unified Portal은 Vue.js frontend 어플리케이션과 과 Spring Boot backend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 되어 
작동합니다.

개발 편의적 측면

코딩 없는 구성 및 

서비스 중인 API들의 조립

비즈니스적인 측면

비즈니스 민첩성을 위해 

빠른 API 생성, 테스트 및 

배포 (수 분내)

활용적인 측면

개발자 및 사용자를 위한 

API 카탈로그/포탈 생성, 

수많은 개발자 대상 API 공유

운영적인 측면

복수의 개인/기업에게 

독립적인 개발/테스트 운영 환경 

제공(Multi-Tenancy)

Database

APILUX Frontend

Vue.js Client

APILUX Backend

Spring  Boot Server

APILUX
Portal

구축

리스크 관리 유지보수

통합/API 구축
시간 단축

프로젝트
품질 향상

보다 신속한
개발자 진입로

확장성 향상

안정성 및
가용성 향상

보안 및
거버넌스 강화

구축 및 운영
비용 절감

Upgrad / API / 통합
업데이트 시간 단축

Keep
The Lights On

다양한
승인 프로세스

사업자(기관) 및
사용자 관리

수작업 감소

손쉬운
화면 사용



기업의 오픈 API 
플랫폼 소개

제공하는
API상품 소개

사용 가이드 및
도큐먼트

API 사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생성 및 관리 지원 게시판 관리자 관리 항목 사용자 관리 항목

Trial 버전

API 테스트를 위해서 생성하는 버전

API 를 구매하지 않아도 테스팅 가능

단, 실제 API 호출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샘플 응답이 전달됨

정식 라이선스 버전

사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구매한 API 에 대해서만 호출 지원

※ Trial 버전과 정식 라이선스 버전에 대한 정책은 고객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API & 
Application 관리

Unified Portal
구성

사용자는 API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인증키(App Key, Secret Key)을 
이용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Trial 버전과 정식 라이선스 버전으로 구분되며 어플리케이션 생성 후 이용하고자 하는 
API을 추가합니다. API을 이용하기 위한 인증키 이외에도 허용 IP 목록 설정을 통해 접근 보안을 강화합니다.

웹 정보 접근성 및 호환성, 사용자 중심의 UI/UX을 고려하여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형 화면으로 제공합니다. 
로그인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메뉴가 통제되며, 내부 사용자, 외부 사용자를 구분한 사이트 구축을 지원하여 높은 
확장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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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등록

Trial 앱이면 전체 API 표현

정식 라이선스 앱이면 구매한 API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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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제품 문서 어플리케이션 지원 관리 마이페이지

제품 목록 및 상세 공지사항 대시보드 일반정보

소식 요청 비즈니스

자주 하는 질문 구매 API

1:1 문의 API 통계

컨텐츠 문의현황

분석

관리

설정관리자 영역

사용자/공통 영역



문서 & 
API 가이드 
관리

APILUX Unified Portal은 사용자에게 문서 메뉴를 통해 서비스 이용 및 개발 가이드를 제공하며, 각 API 별 가이드 및 
Swagger UI을 통한 테스팅 환경 (Try it out) 을 제공합니다.

사업자 & 
사용자 관리

사용자는 회원 가입 메뉴에서 E-mail 주소를 이용해 계정을 생성 후 “마이페이지”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관리합니다. 관리자는 사업자(기관), 사업자(기관) 내의 조직, 사용자 구조로 계정을 관리하며 사용자 별 역할을 세분화 
하여 관리합니다.

문서가이드 및 API가이드 리스트 어플리케이션 사용 가이드

API 가이드 API 테스팅 결과

사업자 관리 역할 관리

사용자 관리 조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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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Biz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해 보세요.

API Monitoring

APILUX API Monitoring은 우리 회사 모든 API 서비스 거래에 대한 실시간
monitoring, tracing & analyzing 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가장 빠르게 개발 및 전환해 보세요.

API Server

Unified Portal

APILUX API Server은 서비스와 데이터의 규격 설정만으로 손쉽게 신규 API
을 개발 혹은 기존 서비스를 API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자동화된 도구입니다.

복잡한 API Lifecycle 관리 편하게 하세요.

APILUX Unified Portal은 API의 개발, 출시, 테스트 지원, 운영, 버전 관리
및 API Biz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 통합된 One-Stop Portal입니다.



www.cravis.co.kr

성공적인 업무혁신을 위한 선택
Digital Transformation : CRAVIS

TEL 02-3663-0601    FAX 02-6455-7663    Email sales@cravis.co.kr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한강자이타워 A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