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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인공 지능 (AI)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에서의 원동력
모든 기업의 CEO는 디지털 혁신을 활용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출시 시간을 단축하며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AI 기반의 솔루션을 채택한 기업들은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에 대해
8배 빠른 대응

고객 응대의 30% 를
AI기반 가상 에이전트가 처리

IT관련 이슈 접수
33% 감소

수동 리뷰 프로세스
80% 감소

중앙 집중화된
시큐리티 허브에서
사고 대응 자동화

장비와 관련된 이슈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고객 경험 향상

대량으로 문제를 관리하고
더 빠르게 대응

50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직원이 다른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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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AI 라이프사이클 – It’s a team sports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분석 모델을 개발 해야 하고, 분석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된 데이터에 연결하여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작업을 하게 됩니다.

CDO (데이터 담당자)

개발
& 프로토타입
사용 사례 및
유용성 확인

운영

데이터 검색

Data Scientist
데이터 탐색 및
이해

예측

App 개발자

•
•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에 ML
주입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프로세스

•
•
•
•
•

운영 환경
보안 및 통제
모니터링
높은 처리속도
부하 분산 및 확장
안정적인 배포 –
무 중단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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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및 정확도
모니터링

분석 :
• 데이터 탐색, 데이터 가공
• 피처 엔지니어링 및 추출 기능
• 올바른 가설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모델 학습
• 결과 검증

피처 추출

모델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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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 데이터 및 분석 자산
통합 카탈로그
• 리니지
• 데이터 및 모델 거버넌스
• 감사 및 정책

데이터 사이언스 엔지니어
데이터 수집,
준비 및 저장

Integrate:
• 고객의 생태계 이해
• 데이터 파이프 라인 구축, 변환 및 활성화
• 모델 (ML, DO 등)에 데이터 제공
• 대량 분석작업 실행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결과 검증
• 현업 담당자와 협력하여 결과 통합

Persona 별 Data & AI 요구사항
- 데이터 사용자

• 다양한 오픈소스 분석 언어 및 환경 사용
•

많은 분석가들을 위한 협업 환경 제공

•

분석 자산 공유 및 배포 관리 환경

•

분석 주제별 사용자 권한 제어 관리

•

분석 주제 및 사용 서비스 별 리소스 할당 관리

•

현업 사용 가능한 분석 모델링 워크플로우
또는 AutoAI 제공

• 손쉬운 모델 테스트 및 배포 환경
•
•

배포된 모델의 모니터링 및 관리가 용이해야
함 (모델 정확도 및 편향)
모델 결과 값에 대한 설명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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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

필요한 데이터 자산을 스스로 찾고 이해할 수
있는 통합 환경

•

시스템을 직접 접속하지 않고 데이터의

데이터 과학자 /
비즈니스 분석가
통찰력을 얻기 위한 데이터 탐구

다양한 속성을 파악
•

발견된 데이터 자산이 비즈니스 용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

현재 사용하는 데이터가 정확하고 고품질의

데이터인지 확인
•

다양한 원천 시스템과의 연결을 위한 단일

인터페이스
•

데이터 자산 중에 어떤 데이터가 실제로 유용
했는지 사용자 의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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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Scientist (Statisticians)
서로 연결되지 않은 다수의 데이터로부터 탐구/실험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 업무에 맞는 모델 생성
새로운 분석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관리

• Data Analyst (Business Analysts)
데이터를 분석, 처리 및 요약
정보를 모아서 비즈니스에 의미 있는 결과 생성
분석 도구를 사용해 데이터 보고서 설계

데이터 엔지니어

Persona 별 Data & AI 요구사항
- 데이터 관리자

DE

DS

•

• 데이터 통합을 최소화 하고,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메타데이터의 속성에 따른 분류를 자동으로

수행

• 보안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 데이터 품질 자동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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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 or 데이터 담당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규정
준수 보장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비즈니스적 관점
간의 관계를 쉽게 맵핑 할 수 있는 방법

• 데이터 품질,신뢰 및 편향을 정의하고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하는 방안

•

데이터 파이프 라인을
설계하고 운영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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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자
(Data Manager)

• Chief Data Office (CDO)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고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및 데이터 자산의 사용을
규제하고 지시

• 데이터 품질 (DQ) 관리자
데이터의 품질을 측정 및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Data & AI 팀플레이를 위해서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
데이터의 활용이 기업 경쟁력 최우선이 되어 기업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석 인사이트, 비즈니스 프로세스 효율화, 새로운 수익 창출,
의사결정 결과 예측을 통한 비즈니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는 산재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구현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앤드 투 앤드 싸이클 운영

도메인에
대한 이해

AI 활용

DevOps개발자

AD

데이터
프로비저닝
BA
및 액세스

부서별 역할별 팀플레이

DE

데이터
이해 및
탐색

DS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Data and AI / © 2021 IBM Corporation

데이터를 관리하고 규정
준수 보장

AD

DevOps 개발자
분석 및 코드에 연결하여 앱 빌드

AI Anywhere

Data Anywhere

DE

모델 학습
BA 및 앱 개발

데이터 담당자

통찰력을 얻기 위한 데이터 탐구

모든 환경 지원

데이터
통합 및
가공

모델 배포,
관리 및
모니터링
모델
테스트
및 평가

데이터 파이프 라인을
설계하고 운영성 보장

데이터
관리 및 DS
분류 데이터 담당자

Data&AI

BA

데이터 과학자 /
비즈니스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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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비정형 데이터

•

프라이빗 클라우드

•

퍼블릭 클라우드

•

하나의 클라우드/데이터
센터에서 분석/ML 개발

•

다른 클라우드 환경으로
배포 및 확산

IBM의 Data & AI 통합 팀플레이 플랫폼 – IBM Cloud Pak for Data
IBM Cloud Pak for Data 는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 구성 및 분석하고 조직 전체에서 AI를 주입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현대화 할 수 있는 통합 팀플레이 데이터 & AI 플랫폼입니다.
무엇보다 최첨단 IBM Watson AI 기술과 거버넌스 및 비즈니스 분석 기술을 통합 하여, 데이터 통합 관리 뿐만 아니라 AI 가속화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IBM Cloud Pak for Data의
차별화 포인트

AI로의 단계적 접근 – AI Ladder

적용 (INFUSE)

Data & AI 통합 팀플레이 플랫폼

비즈니스 전반에서 AI 운영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 및 분석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증가하고 시간을 단축하여 팀 간 셀프 서비스 협업

분석 (ANALYZE)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AI 구축 및 확장

Any Data, Any Cloud, Anywhere
모든 데이터 처리, 모든 클라우드에서 실행,
신뢰할 수 있는 AI모델 즉시 제공

구성 (ORGANIZE)
비즈니스에 적합한 분석 기반 생성

쉽고 간편한 운영 관리
수집 (COLLECT)

엔드 투 엔드 데이터 워크플로우를 관리하여 AI에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단순하고 액세스가 용이하도록 데이터 정제

Data and AI / © 2021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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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loud Pak for Data의 다양한 Use Cases
고객 요구사항

AI Ladder

• 데이터의 분산 및 서로 다른 툴 사용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 통합 솔루션으로 분석 인사이트 및 머신러닝 운영

적용 (INFUSE)

Use Cases

AI를 통한 지식기반 및 자연어 질의 환경을
제공하여 현업 담당자의 업무 지원
Watson Assistant / Watson Discovery

비즈니스 전반에서 AI 운영

• 운영중인 AI 모델의 상시 모니터링, 신뢰성,
공정성 및 투명성 감시
• 분석 모델의 설명력 강화

분석 (ANALYZE)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AI 구축 및 확장

구성 (ORGANIZE)
• 셀프 서비스 분석과 손쉬운 데이터 검색을 위한
데이터 카탈로그 필요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편향성을
모니터링하며, 모델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수립
Open Scale, OpenPages

모든 사용자가 AI 구축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모델의 정확성, 배포 속도 및 신뢰성 강화
Watson Studio, Auto AI, Open Scale

비즈니스에 적합한 분석 기반 생성

지속적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운영 할 수 있는
데이터 준비 분석 기반 환경
Watson Knowledge Catalog

• 데이터 및 분석 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 요구

수집 (COLLECT)
단순하고 액세스가 용이하도록 데이터 정제
• 데이터의 분산 저장으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
• 비정형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연계 조회
Data and AI / © 2021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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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통합, 가공, 분석&적용 및 관리의 모든
분석 업무를 통합된 플랫폼에서 제공
Cloud Pak for Data

CP4D의 Data & AI 팀플레이 예시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다양한 조직의 다수의 인력들의 팀플레이(Team Play) 작업입니다.
CP4D 각 사용 도구들의 유기적인 통합으로 분석 과제를 효율적으로 완수 할 수 있습니다.

DE

데이터 엔지니어

Prep1.
데이터 자산 생성

• 메타데이터 자동 수집
• 속성에 따른 자동 분류
• 자동으로 데이터 프로파일
정보 생성 (Quick Scan)
• 민감 데이터 자동 비 식별화
• 비즈니스 용어 자동 할당
• 품질 정책에 따른 품질 정보
생성

DS

데이터 담당자

Prep2.
사용자 별 권한 부여

• 사용자 역할별/그룹별 접근
권한 부여
• 접근 권한 별 데이터 비 식별
표시

BA

데이터 과학자

BA

DE

데이터 엔지니어

BA

데이터 과학자 /
비즈니스 분석가

DS

데이터 담당자

AD

DevOps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1. 분석 주제/팀 생성

2. 데이터 자산 탐색

• 공동 작업 공간(Project) 생성
• 협업자 권한 부여
• 분석작업을 위한 자산 (분석
패키지, 데이터셋) Import

• 필요한 데이터 자산 탐색
• 데이터 자산에 대한
프로파일링/품질 정보 확인
• 데이터 자산에 대한
용어/태그/별점/코멘트 기준
검색
• 사용한 데이터 자산에 대한
본인의 별점/코멘트 공유

BA

3. 접근 권한 요청
•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접속
권한 요청

DE
AD

개발자

BA

7-2.
App 개발
BA

데이터 과학자

7-1.
모델 개발/수정/배포

데이터 과학자

Data and AI / © 2021 IBM Corporation

7-3.
모델 모니터링

BA

데이터 과학자

DS

6. 데이터 준비
• 분석을 위한 데이터 준비
• 데이터 병합, 불필요한 컬럼
제거 등

10

데이터 담당자

5. 접근 권한 부여

•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접근
권한 부여
• 권한 에 따른 데이터 비 식별
표시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엔지니어

4-1. 가상 테이블 생성

• 데이터 이동 없는 원천
테이블과 데이터 직접 연결
• 캐싱 기능으로 조회 성능 향상
DE

데이터 엔지니어

4-2. 물리 테이블 생성

•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이동
저장

IBM Cloud Pak for Data의 시장 가치
전세계 약 1000개 이상의 고객들이 IBM Cloud Pak for Data를 통해서 AI산업에서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Market Leadership
Gartner Magic Quadrant™

2019년 데이터 중심의 예측 결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출시
현재까지 전세계 많은 고객이 제품을
도입하여 시장에서 최상위 리더로 인정

Leader

Forrester Wave™

Leader

Customer Choice

향후 모든 곳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적절한 데이터를 연결해 주도록 발전
생산성 및 통찰력 향상 및 비용 위험 완화

Data and AI / © 2021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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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91

연도별
신규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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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2020

IBM Cloud Pak for Data 도입 효과
* 2020년 2월 Forrester Total Economic Impact of Cloud Pak for Data

"특히 규제 관점에서 Cloud Pak for Data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거버넌스 및 통제 역량의
향상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 넘었습니다."

데이터사이언스, 머신러닝 및 AI 혜택 약 3배 증가

120만 달러 à 340만 달러

금융 서비스 산업 데이터 관리 부문 이사

AutoAI와 OpenScale 도입시 Data Science, Machine Learning, AI 영역에서 3년 기준 1.4M~4.2M의
비용 절감 및 전문 데이터 분석가 1~5명의 역량을 대체 할 것으로 예상
“데이터 가상화는 큰 장점입니다. 사용자에게
셀프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더 잘 이해하고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ETL 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
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은 의미 있고 중요한
요청만 받게 되어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ETL요청 감소

25% à 65%
Forrester에서는 Data Virtualization And Knowledge Catalog를 도입시 3년 기준 1M~3M의 비용
절감 및 25%~65% 의 ETL 요청이 줄어들 것으로 조사함

정보 설계자, 금융 서비스 산업

“시장 출시 시간과 혁신 시간은 더 빨라야 하
며 정규 직인 데이터 분석가를 늘리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
리가 Cloud Pak for Data를 사용하는 이유입
니다. "

인프라 관리 노력 감소

65% à 85%

총괄관리자, 고객 인터뷰 중
Data and AI / © 2021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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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Data
Any Cloud
Anywhere

IBM Cloud Pak for Data

Features

IBM Cloud Pak for Data | 단계별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AI 사다리
App 개발자 | 비즈니스 파트너 | 데이터 엔지니어 | 데이터 스튜어드 | 데이터 분석가 | 비즈니스 사용자

AI 사다리

통합 사용자 환경

적용
분석
구성
수집

쉽고 간단하게 데이터 액세스. 모든 위치에
있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
비즈니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기반
구성. 거버넌스, 보호 및 규정 준수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구성
데이터를 더 현명하게 분석하여 조직이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AI를 구축하고 확장

확장 : APIs, 파트너 에코 시스템, 가속기, 솔루션

수집

구성

분석 및 적용

– 데이터 가상화

– 데이터 가공

– 비즈니스 리포팅

– SQL / NoSQL
데이터베이스 프로비저닝

– 데이터 품질 / 분류

–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 정책 / 룰

– AutoAI

– 이벤트 수집

– 비즈니스 용어

– AI Apps : 챗봇, NLU

– 데이터 카탈로그

– 인더스트리 가속기

– 스트리밍 분석
– 아파치 스파크

– 셀프 서비스 탐구 / 분석
–
–
–
–

코어 서비스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AI 운영.
예측, 자동화 및 최적화기반 AI 적용.

사용자 접근 관리
보안 관리 / RBAC
볼륨 관리
모니터링 / 미터링

–
–
–
–

서비스 프로비저닝
오퍼레이터
모니터링 / 진단
백업 / 이관

Red Hat OpenShift
14 system
IBM Cloud | Amazon Web Services | Microsoft Azure | Google Cloud | Hyperconv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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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loud Pak for Data | 주요 특징
사전 구축 된 AI 및 산업 가속기 제공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
•
•

데이터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및 분석을 통합하는
단일 플랫폼으로 가치 창출 시간 단축 및 효율성
향상
AI에서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엔드 투
엔드 데이터 워크플로우 관리
협업 환경에서 개발 및 생산 전반에 걸쳐 기계 학습
모델을 원활하게 구축하고 관리

Cloud Pak for Data

협업과 통제 된 사용자 경험 제공
Infuse

Collect
Analyze

Organize

데이터 사일로 제거
•
•
•

데이터 가상화를 사용하여 여러 소스, 클라우드
또는 온 프레미스에서 데이터를 쉽고 안전하게
조회
다양한 유형과 구조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복잡성을
제거하여, 스토리지 및 리소스 비용 절감
ETL에 대한 요청을 25 ~ 65% 감소시켜 주며,
Virtual Data Pipeline과 같은 최신 압축 기술을
통해 복사본 용량 절감

Data and AI / © 2021 IBM Corporation

•

IBM Watson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AI를 구축,
실행 및 관리 하기 위해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및 도구를 사용하여 통찰력 가속화
IT 운영, 고객 서비스, 위험 및 규정 준수 및 재무
운영을 손쉽게 구현 하기 위한 산업 솔루션 제공

Hybrid cloud
platform

•
•
•

모든 데이터 사용자가 데이터 및 AI 워크로드에
대한 통제되고 일관된 사용자 환경에서 작업
오픈 소스 및 타사 서비스 등 서로 다른 공급사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 절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개별 솔루션의 관리, 업그레이드 및 통합 단순화

최신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 – Red Hat OCP
Cloud Pak for Data는 통합형 데이터 및 AI
플랫폼으로서 기업들의 데이터를 수집, 구성 및 분석하고
AI에 적용하는 방법을 지원합니다.
IBM외 타사 인프라 환경에서도 단 몇 시간 만에 구현
가능하며, 모든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므로 기업에서 더
쉽게 분석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여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15

•
•
•
•
•

손쉬운 컨테이너 관리
다른 클라우드간 이관 용이
동적인 리소스 할당을 위한 자동 확장 및 축소
파이프 라인을 사용한 지속적인 배포
제약 없는 배포 환경 (CP4D Anywhere)

IBM Cloud Pak for Data | 자동화
IBM Cloud Pak for Data를 도입하여 데이터 및 AI로부터 인사이트를 얻는 주기를 12개월 에서 6주 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Cloud Pak for Data 도입 후

Cloud Pak for Data 도입 전
적용(INFUSE)
수동 모니터링, 자동화 없음, 편향 감지 못함

AutoSQL
분산쿼리

분석(ANALYZE)
모델 빌드, 특정 도구 사용, 수동 모니터링

AutoAI
AI 모델 라이프사이클

AutoPrivacy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

적용(INFUSE)

구성(ORGANIZE)
로컬에 저장, 특정 도구에 종속, 데이터 정제, Feature Engineering

분석(ANALYZE)

6주

3개월

6개월

12 개월

AutoCatalog
데이터 발견 및 이해

수집(COLLECT)
데이터 액세스, 일부 소스 시스템, 정의 된 필드에 대한 연결

수집(COLLECT)

경과 시간

Data and AI / © 2021 IBM Corporation

구성(ORGANIZE)

경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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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 Collect

여러 데이터 소스에 흩어져있는 데이터 활용

데이터 관리
Cloud Pak for Data – 디자인 원칙

멀티 클라우드

통합 콘솔

포괄적인 에코시스템

데이터 거버넌스 및
셀프서비스 분석
Data and AI / © 2021 IBM Corporation

신속하고 유연한 데이터 서비스 수명주기 관리를 위해 최적화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전반에 걸친 간편한 이식성

• 모든 데이터 서비스에서 하나의 경험 제공
• 일관되고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한 데이터 서비스
• 프로비저닝, 모니터링 등의 용이성

• Db2 Warehouse, AESE, 이벤트 스토어
• MongoDB, EnterpriseDB 등과의 파트너십
• 데이터 가상화

• 셀프 서비스 데이터 검색을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과 자동으로 통합

17

구성 | Organize

기본 제공 거버넌스를 통해 규정 준수를 단순화하고
셀프 서비스 데이터 액세스 및 탐색

DataOps (데이타옵스)

DataOps를 통해 높은 품질의 데이터 활용

IBM Cloud Pak for Data
구성

수집
수집

통합
가상화

데이터 품질
데이터 탐색

데이터
거버넌스

셀프서비스
데이터 준비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 활용

카탈로그 및 메타 데이터 관리

Data and AI / © 2021 IBM Corporation

18

분석

분석 | Analyze

AI 모델 개발, 배포 및 관리

AI 라이프사이클 자동화

신뢰와 투명성을 갖춘 AI운영
준비

개발

수행

관리

DataOps

Train at Scale

MLOps

Trust and
Explainability

데이터 프로파일링

데이터 탐색

모델 관리

정확도

품질 / 리니지

데이터 전 처리

모델 배치

신뢰 / 가독성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 개발

모델 재 훈련

이상 징후 및 드리프트
자동 감지

AI용 데이터 구성

AI모델 개발

AI모델 수행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앱 개발자

Data and AI / © 2021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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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모델 활용
비즈니스 유저

적용 | Infuse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및 자동화를 위해 AI 앱을 사용

AI Apps

사전 구축 된 AI 앱으로 실현 시간 단축

Watson
Assistant

Watson
Discovery

Cognos
Analytics

Planning
Analytics

Reg
Tech

차세대 콜센터

지식 검색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차세대 CFO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지원

비교 및 준수

데이터 시각화

재무 분석

지불 및 보험

고객 경험

문서

보고 및 통계

계획 및 예산

감시

멀티 클라우드 Data&AI Platform

Cloud Pak for Data – Collect, Organize, Analyze Infuse

하이퍼컨버지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

IBM Cloud

Data and AI / © 2021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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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Pak for Data | DT로의 변환 시간을 단축

고객 서비스
품질향상

데이터
거버넌스

고객 경험

인사이트를
얻는 속도

클라이언트 경험 및 데이터
대시 보드 개선

데이터 기반
변화

운영 최적화

증가하는
비즈니스
수요 충족
속도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AI 기반 인사이트

Standard Bank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데이터
사이언스의 가치 향상

Data and AI / © 2021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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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의 과잉 및
부족 오류 감소

Cloud Pak for Data를 직접 만나보세요
CP4D 온라인
데모 체험

IBM Cloud
센터 방문

전문가와의 상담

CP4D 온라인
세미나 참여

찾아가는
세미나 신청

온라인으로 지원되는 Watson
무료 데모를 신청하시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으세요!

여의도 사무실에 준비된 IBM
Cloud Park 에서는 직접 센터
방문을 통해 데모와 세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P4D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자료 요청 또는
제품에 대한 문의 및 가격 문의를
지원합니다.

국내 전문가가 진행한 웨비나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웨비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동료들과 CP4D를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전문가가
방문하여 원하는 아젠다로
제공합니다.

ibm.biz/CPD-asa-Service

ibm.com/analytics/expert
-advice

ibm.biz/icpdbva

ibm.biz/
cloudpakfordatademos

ibm.biz/icpdtrial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ibm.com/Data-AI
ibm.biz/cloudpak4data
Data and AI / © 2021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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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의 데이터 패브릭 전략

Any Data
Any Cloud
Anywhere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음
대용량 가상화
실시간으로 데이터 연관성
확인
어디에서나
데이터 보호

생산성
극대화

85%
수작업 감소

가치 실현
시간 단축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50%
AI기반
자동화

지식의
확대

빠른 전달

수명주기
자동화
비용 및
위험 감소

지능형 데이터 패브릭
An Intelligent Data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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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향상

IBM Cloud Pak for Data
역할 중심 경험 (aaS)

최고 성능의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이동없이
대량 데이터 가상화

Collect Data
데이터 수집

Organize Data
데이터 구성

Analyze Data
데이터 분석

Infuse AI
AI적용

단순하고 액세스가 용이하도록
데이터 정제

비즈니스에 적합한
분석 기반 생성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AI구축 및 확장

비즈니스 전반에
AI적용

협업 데이터 및 AI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업무에 바로 활용

A
I

지능형 데이터 패브릭
AutoSQL

신뢰할 수 있는 AI 모델
즉시 제공

분산쿼리

AutoCatalog

AutoAI

데이터 발견 및 이해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AI 모델 라이프사이클

AutoPrivacy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

Any Data. Any Cloud. An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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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loud
Satellite

Cloud Pak for Data with Watson - 비즈니스에 AI 적용
Watson AI
Watson AI 애플리케이션은 도메인
중심 기능으로 비즈니스 전반에
AI가 주입되는 방식을 단순화합니다.

Watson
Studio

Palantir
Foundry

Watson
Assistant

Watson
Discovery

Open Pages
with Watson

Planning
Analytics with
Watson

자동화된
AI 라이프사이클

비즈니스 모델링 및
온톨로지

대화형
AI도우미

AI 지식 및 전문성

AI 리스크 및
규정 준수

AI 예산 및
예측 수립

Cloud Pak for Data
자동화 된 데이터-AI 라이프
사이클은 신뢰할 수 있는 AI 모델의
제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합니다.

Collect Data
데이터 수집

Organize Data
데이터 구성

Analyze Data
데이터 분석

Infuse AI
AI적용

AutoSQL
분산쿼리

AutoCatalog

지능형 데이터 패브릭은 적시에
적절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여
어디에서나 AI를 지원합니다.

AutoAI

데이터 발견 및 이해

AI 모델 라이프사이클

AutoPrivacy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

Any Data. Any Cloud. An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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