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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AutoFlow는 플로우 기반의 API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GUI 기반의 No-Code 방식 개발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API
End-Point를 만들고 , 함수를
설정하여 ,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API End-Point는 각 단계마다
데이터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바로 확인 하면서 API 생성, 설정,
작업과 테스트를 한 화면에서
수행 합니다.

API 게이트웨이 , API 생성 및
관리 , API 기반의 로직 구현 ,
API를 통한 정책 반영 등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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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배경
북미통신사 실제 필요로부터 탄생한 제품

엄청난 수의 API와 복잡한 데이터 아키텍처를

가진 통신사와의 협업에서 출발

최초 고객: 북미 통신사업자

API 요청 앞단에 위치하여 단일 요청에 대해

복잡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동화 플로우 제공

네트워크, 앱, 서버, 보안, 데이타등

수많은 로직을 쉽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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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PI AutoFlow?
서비스 요청에 고성능의 자동화 플로우를 No-Code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5G인프라, 클라우드 도입, 대규모 보안 룰 적용시
압도적인 편의성 및 성능 제공

“서비스 요청”

API G/W 서비스API Flow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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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Driven Network - 문제점
모든 통신이 API를 통해 이루어짐

모든 API에 대한 지식 필요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비즈니스 로직 적용

수정 및 개선에 따른 유지보수

개발부서

수정, 추가 등 모든 변경사항 및

관리에 대해 개발부서에 의존

운영부서

비즈니스 로직 변경에 따른 시간 소요

발 빠른 서비스/상품 혁신 지체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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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Driven Network - 솔루션
API 관리가 보다 용이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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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인개발

단순화된데이터변환

빌트인프로세스자동화

필요한 API 지식 수준 낮음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쉬운 비즈니스 로직 적용

수정 및 개선에 따른 유지보수 노력 낮음

개발부서

수정, 추가 등 모든 변경사항 및

관리에 직접 처리

운영부서

비즈니스 로직 변경에 따른 시간 감소

발 빠른 서비스/상품 혁신 가능

사업부서

사용기술 : Elixir/Erlang, Vue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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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AutoFlow – 주요 특징
No-Code API 서버 개발 플랫폼

• 단순한 운영
• 비용 감소
• 진보된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 유연한 비즈니스 운영
• API 재사용
• 흐름 자동화

• 유연한 정합
• 단순한 콜 플로우생성 및 서비스 로직
• 데이터 변환(transformation), 전처리(pre-processing), 

준비(preparation)
• 데이터 보안
• 고성능 및 확장성
• Telco 환경에서 검증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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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AutoFlow – 주요 가치(Value)
No-Code API 서버 개발 플랫폼

SCALABLE TPS

단일 인스턴스로 1U 서버에서

10,000 TPS를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수평확장 지원

MICROSECOND LATENCY

멀티쓰레드, 쓰레드풀링, IPC, 

메모리 최적화등, 자원사용율

극대화로 저지연 SLA가 필요한

분야에 활용가능

LIGHT WEIGHT

70MB에 불과한 Footprint로

클라우드는 물론 On-Premise, 

Edge, 단말에도 적용 가능하며

다양한 운영환경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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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AutoFlow – 활용분야
API Autoflow 는 API가 사용되는 곳이라면 어디나 자유롭고 다양하게 사용 가능

보안 목적

API 게이트웨이 앞에서 API의

유효성 체크

게이트웨이 용도

API 게이트웨이로써트래픽

라우팅을 제고

서비스 INTEGRATION 용도

다양한 3rd party 어플리케이션과

통합 지원

콜 플로우 제어

이벤트 드리븐, 서비스 행태 및

콜 플로우 제어

모니터링 백 엔드 용도

OSS/BSS등 다양한 대시보드를

지원하기 위한 웹서버의 역할 수행

데이터 작업 및 마이그레이션 용도

클라우드를 비롯한 여러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변경

No-Code 기반의 API 서버

개발 플랫폼

API Auto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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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AutoFlow – 둘러보기
+HTTP Server 클릭 / A섹션

서버 이름과 포트번호를
C섹션에서 설정

+Endpoint 클릭 / A섹션

endpoint 이름과 path를
C섹션에서 설정

액션 선택 / B섹션

원하는 액션을 고른 다음
좌측 endpoint로 드래그
(data/set 액션 시도)

액션 설정 / C섹션

Value에 원하는 문자열 값을 입력, 
Output에는 좌측 D번 섹션에서
response body를 드래그

완성!!

섹션 E번 response에 문자열 출력! 
(Postman같은 다른 테스트툴로도 테스트 추천)

A B

C DE

“결과출력”

“Value 입력”

“서버생성”

서버와 endpoint를 생성하고 플로우 작성 다양한 액션을 선택

각종 설정 담당 End-Point 기능테스트 단계별 데이터 변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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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례 – 북미 Telecom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화 및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주요 Pain Points

API AutoFlow : API 관리 + 자동화 +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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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례 – 마카롱택시
모빌리티 혁신을 지향하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TIME TO MARKET
3주만에 우버형태의 솔루션을 출시

포털 서비스을 위한 API 서버
관리 포털을 위한 API 서버를 쉽게 구축

비즈니스 로직 지원
법인 고객에 대한 빌링 로직을 쉽게 구현

B2C 어플리케이션
일반 고객용 앱 Integration 지원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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