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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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에 대해 8배 빠른 대응

중앙 집중화된 시큐리티 허브에서 사고 대응 자동화

IT관련 이슈 접수 33% 감소

대량으로 문제를 관리하고 더 빠르게 대응

고객 응대의 30%를 AI기반
가상 에이전트가 처리

장비와 관련된 이슈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고객 경험 향상

수동 리뷰 프로세스 80% 감소

50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직원이
다른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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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기술의 시대 변화

Knowledge Era – Leverage Data & AI

“무어의 법칙”의 시대
컴퓨팅 파워

트랜잭션을 더 빨리 완료하게 하고 데이터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만든 강력한 서버와

1971

Moore’s Law
“반도체 칩의 트랜지스터
집적도는 약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

컴퓨터를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메칼프의 법칙”의 시대
네트워크 및 연결

사용자와 고객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디지털 센터를 만들어 고객 생활의
여러 측면을 연결합니다.

Transistorst

1995

Metcalfe’s Law
“통신망 사용자에 대한 효용성을

나타내는 망의 가치는 대체로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Network Volume

Today

“지식”의 시대

데이터 및 AI의 활용

앞으로의 승자는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민첩하고

예측 가능하며 우수한 제품과 경험을 생산하는 기업이

Knowledge Era

Available
Data

Gap

될 것입니다.

Knowledge

Marke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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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AI without an IA
정보 아키텍처 및 프로세스 문제!

81%

AI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함

AI 개척자들은

8X

(Information
Architecture)

강력한 데이터
아키텍처를 가질
가능성

데이터 아키텍처가 빈약 하다면 AI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은 AI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IBM의 AI Ladder (사다리) 전략
AI로의 여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접근 방식

INFUSE (적용) - Operationalize AI throughout your business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AI를 개발/운영/확산!

Launched
in February 2018

ANALYZE (분석) - Build and scale trusted AI

ML 모델 개발/테스트/배포를 한방에 쉽고 빠르게!

ORGANIZE (구성) - Create a business-ready analytics foundation

필요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쉽게 즉각 찾아 셀프 분석!

COLLECT (수집) - Make data simple and accessible

어떤 데이터든지 접근/ 필요시 가상화 통한 즉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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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경우, 전반적인 데이터 흐름이 아닌
하나의 영역 중심으로 접근하기 쉬움

INFUSE

ANALYZE

ORGANIZE

동급 최고의 솔루션
(Best-in-breed)

동급 최고의 솔루션
(Best-in-breed)

동급 최고의 솔루션
(Best-in-breed)

COLLECT

동급 최고의 솔루션
(Best-in-breed)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 30%에 달하는 시간을 소비합니다.
IT 담당직원들은 모든 인터페이스가 함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개발 시간의 최대 30%만큼을 할당합니다

Market Trend

08

왜 이런 문제는 처리하기가 어려울까요?

사용하는 것에 비해 유지관리가 어려운 아키텍처라면 더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The complexity leads to 60-73% of data going unused.

Legacy State
State
Legacy

Business Apps

Custom Apps

Smarter Business
Business
Smarter
Outcomes
Outcomes
Customer
Centricity

Operational
Agility

Point of Sale
Total Quality
Management

User Behavior

Continuous
Improvement
IoT

Devices

Support Crit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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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시대에서의
IBM의 Data&AI 접근방식

Knowledge Era Data&AI 접근방식
Data Fabric / Team Play 환경

“지식”의 시대

데이터 및 AI의 활용

Today
Knowledge Era

Available
Data
Gap

Knowledge

Data&AI 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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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abric

분산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 및 아키텍처로 데이터의 End-to-End를 가상으로 연결하여
모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패턴을 단순화하며, 데이터 보호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자동 보안 정책 시행, 통합

거버넌스와 활성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적이고 지능적이며 자동화된 데이터 관리, 의미 체계와 지식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강화합니다.

Gartner

유연성, 다양한 배포 및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운영 및 분석 사용 사례를 지원하기위한 재사용
가능한 데이터 통합 파이프라인 및 서비스. 데이터 패브릭은 다양한 데이터 통합 스타일의 조합을 지원하고 활성
메타데이터, 지식 그래프, 의미 체계 및 ML을 활용하여 데이터 통합 설계 및 제공을 강화합니다.
Data Fabric Pillars

Data Consumers
Orchestration and DataOps

Data Preparation and
Data Delivery Layer
Data

6

Recommendation Engine

4

Metadata Activation

3

Active Metadata

5

Knowledge Graph - Enriched With Semantics

Metadata

2

Data and Metadata

Augmented Data Catalog

1

Data and Metadata
Data Sources

Forrester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지능적이고 안전
하게 동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석 및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신뢰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Data
management
Metadata/
catalog
Data security
Data governance
Data processing
Data quality
Data lineage
Policies
AI/ML

Global distributed platform, In-memory,
embedded, self-service, and APIs AI/ML
Data modeling, preparation, curation,
and graph engine

AI/ML

Transformation, integration, and cleansing
AI/ML

Global data access

Data discovery
Data orchestration

Data lake
EDW/BDW
AI/ML

Data processing/
persistence

Data virtualizaton
Ingestion, streaming, and data movement
AI/ML

Data ingestion/
streaming/
Data Virtualization

Hadoop
NoSQL
Spark

Cloud

Data platform
processing

Data sources

On-pre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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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abric - Value

Any Data, Any Cloud, Anywhere
Data Sources, Types
and Domains

Business Apps

Custom Apps

Data and AI
Outcomes

Customer Centricity

Operational Agility

Point of Sale

User Behavior

IoT

Devices

Total Quality
Management

Continuous
Improvement

Support Critical
Services

Data&AI 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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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AI 라이프사이클 Team Play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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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팀플레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개발
& 프로토타입

운영
사용 사례
및 유용성 확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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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및 정확도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에 ML
주입

데이터 검색

모델 훈련

App 개발자

·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 비즈니스 프로세스

CDO (데이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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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탐색 및 이해

데이터 수집, 준비
및 저장

피처 추출

운영 환경 :

· 보안 및 통제 · 높은 처리속도
· 부하 분산 및 확장
· 모니터링
· 안정적인 배포 - 무 중단 업그레이드

데이터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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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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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AI 라이프 사이클을 위한
통합 솔루션

AI 사다리

적용(INFUSE)
분석(ANALYZE)
구성(ORGANIZE)
수집(COLLECT)

AutoCatalog
분산쿼리

AutoCatalog

AutoAI

데이터 발견 및 이해

AI 모델 라이프사이클

AutoPrivacy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

Data&AI 라이프 사이클을 위한 통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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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AI 통합 솔루션 - Data Fabric를 위한 자동화 기능

각 AI 사다리의 단계별 자동화 및 셀프서비스 기능을 통해 데이터 및 AI로부터 인사이트를 얻는 주기를 12개월
에서 6주 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 통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효율성이 극대화

53% faster

AutoSQL 데이터액세스 성능을

Low Code/
No Code

AutoAI

AI 모델 라이프사이클

AutoPrivacy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

AutoCatalog

데이터 발견 및 이해

Cloud Native
Warehouse

AutoCatalog
분산쿼리

INFUSE (적용)

비즈니스 전반에서 AI 운영

ANALYZE (분석)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AI 구축 및 확장

ORGANIZE (구성)

비즈니스에 적합한 분석 기반 생성

COLLECT (수집)

단순하고 액세스가 용이하도록
데이터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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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AI 통합 솔루션–Data & AI 라이프 사이클을 위한 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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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프로비저닝 및
액세스

도메인에

BA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이해

대한 이해

및 탐색

AI 활용
DevOps
개발자

데이터 관리

Data&AI
라이프 사이클

AD

및 분류

모델 배포,

DS

데이터
담당자

데이터 통합

관리 및

및 가공

모니터링
모델 테스트
및 평가

BA

모델 학습 및
앱 개발

DE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부서별 역할별 팀플레이
데이터 엔지니어

DE 데이터 파이프 라인을

설계하고 운영성 보장

데이터 담당자

DS 데이터를 관리하고
규정 준수 보장

데이터 과학자/
BA 비즈니스 분석가

데이터 파이프 라인을 설계
하고 운영성 보장

DevOps 개발자

AD 분석 및 코드에 연결
하여 앱 빌드

모든 환경 지원
Data Anywhere

· 정형/비정형 데이터
· 프라이빗 클라우드
· 퍼블릭 클라우드

AI Anywhere

· 하나의 클라우드/데이터
센터에서 분석/ML 개발
· 다른 클라우드 환경으로
배포 및 확산

Data&AI 라이프 사이클을 위한 통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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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Data&AI 솔루션 –데이터 가상화 :
Silo 없는 전방위 데이터 확보로 인사이트 UP

지금까지 분석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는 DW, 비정형 데이터는 하둡에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모아 놓기는 불가능합니다.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물리적
논리적 통합으로 데이터 소비자를 위한 셀프서비스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ODS/COPY/
Hadoop

Source

DW

결합,변환 및 표준화

추출/변환

표준 데이터

재
적

추출/변환

재
/적
변환

재
적

수집

AS-IS | DW, 하둡등 다수 데이터 플랫폼

· 빠르고 전방위적인 데이터 접근에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즈니스 인사이트 기회 손실 우려

· 데이터 이동 또는 복제에 따른 물리적 비용 손실 발생 우려

To-Be | 전사 단일 데이터 플랫폼
Source

No Da
ta

Copy

셀프서
비스

Secure

하나의 논리적인 데이터 레이크
단일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가상화
통합된 데이터 카탈로그
셀프서비스 준비

Near Real Time

여기서 잠깐

· 물리적인 데이터 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데이터 가상화 기술이 필수

· 플랫폼 도입 후 FTE를 85%까지 관리비용 절감
*Full Time Equivalent 풀타임 노동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지원

*2020 Feb Forrester Study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물리적 논리적 통합으로
데이터 소비자를 위한 셀프 서비스 제공

$ 3M

데이터 관리 비용 절감*

65% 감소
데이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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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Data&AI 솔루션 –DataOps : 데이터 오퍼레이션 관리 및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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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Systems of
record

Data Lakes
& DW

Public Cloud Private Cloud

···

머신 러닝 기반 – AutoCatalog

거버넌스, 리스크 및
규정 담당자
데이터 거버넌스

자동
발견

자동
분류

자동

민감 데이터 탐지

자동

품질 분석

자동

데이터 엔지니어

업무 용어 할당

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
이동, 엔티티 관리

Industry Knowledge 기반
거버넌스, 리스크 및
규정 담당자
데이터 거버넌스

Knowledge Catalog

거버넌스, 리스크 및
규정 담당자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워크플로우 및 협업

데이터 소비자

대시보드 & KPIs
CDO, CXO

탐색, 준비, 가공

모델 생성 및 훈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검색, 정제 및 분석
비즈니스 유저
(LOBs)

Data&AI 라이프 사이클을 위한 통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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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Data&AI 솔루션 –MLOps : 플랫폼 내 AI 기술 도움으로 업무
효율 향상
기존 AI Life사이클에 각종 자동화 기능을 포함하여, 모델을 손쉽게 개발하고, 운영을 자동화 하여 궁극적으로
신뢰 있는 AI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AI 환경은 데이터가 있는 어디든 구동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

AI 개발

데이터 소스 연결

데이터 탐색

프로파일링/ 품질 / 리니지

데이터 전 처리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 개발/테스트

데이터 가상화

Auto AI

자동 카탈로그

Visual 모델링 워크플로우

· Silo 없는 데이터 활용
· 신뢰 가능 데이터의 빠른 확보

· 모델 개발 생산성
· 쉬운 모델 프로세스 이해

AI 운영

AI 관리

모델 배포

준실시간 모델 품질 감지

모델 관리

편향 감지/설명력

모델 재학습

모델 거버넌스 정책/프로세스

One click 모델 배포
운영 코드 자동 생성

· 수많은 모델의 운영 자동화 지향

· Trust AI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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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통합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ML모델 개발, 학습, 배포 및 AI 편향성 모니터링을 위한 머신러닝(ML) 파이프라인을 하이브리드 & 멀티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함으로써 ML 학습에 필요한 GPU 자원을 클라우드에서 on-demand로 사용하고,

모델배포는 on-prem에서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ML 통합 운영 환경을 갖출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통합
(Data Virtualization)

데이터 소스

데이터 가상화
데이터 거버넌스(Watson Knowledge Catalog)

퍼블릭 클라우드

Watson
Studio

SageMaker

ICOS

S3

데이터 준비 및 모델 학습(Watson Studio)

ML

Storage

ML모델 export
(on-prem)

On-prem

Watson
Studio

IBM
Spectrum
Fusion 통합
스토리지
(Compute,
NVMe
Storage,
Network,
SW)

GPU서버
가상화

모델 배포
(Watson ML)
편향성 모니터링
(Watson OpenScale)

Watson ML(Machine Learning)

Watson OpenScale

Use Cases 및 고객 사례

20

04

Use Cases 및 고객 사례

AI 사다리

적용(INFUSE)
분석(ANALYZE)
구성(ORGANIZE)
수집(COLLECT)

AutoCatalog
분산쿼리

AutoCatalog

AutoAI

데이터 발견 및 이해

AI 모델 라이프사이클

AutoPrivacy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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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Data&AI 통합 솔루션의 다양한 Use Cases

고객
요구사항

AI Ladder

전문가 지원

통합 분석 환경

AI를 통한 지식기반 및 자연어 질의 환

경을 제공하여 현업 담당자의 업무 지원

· 데이터의 분산 및 서로 다른 툴
사용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 통합 솔루션으로 분석 인사이트
및 머신러닝 운영

분석 모델의 신뢰성 확보

· 운영중인 AI 모델의 상시 모니
터링, 신뢰성, 공정성 및 투명
성 감시

· 분석 모델의 설명력 강화

효율적인 데이터 서비스

· 셀프 서비스 분석과 손쉬운 데
이터 검색을 위한 데이터 카탈
로그 필요

· 데이터 및 분석 자산에 대한 통
합적 관리 요구

데이터 가상화

· 데이터의 분산 저장으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

· 비정형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연
계 조회

Use Cases

적용 (INFUSE)

비즈니스 전반에서 AI 운영

분석 (ANALYZE)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AI 구축 및 확장

구성 (ORGANIZE)

비즈니스에 적합한 분석 기반 생성

Watson Assistant / Watson Discovery

모델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편향성
을 모니터링하며, 모델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수립

Open Scale, OpenPages

MLOps

모든 사용자가 AI 구축에 참여하는 과정
을 통해 모델의 정확성, 배포 속도 및
신뢰성 강화

Watson Studio, Auto AI, Open Scale

수집 (COLLECT)

단순하고 액세스가 용이하도록 데이터 정제

Data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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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Data & AI 플랫폼

데이터의 통합, 가공, 분석&적용 및
관리의 모든 분석 업무를 통합된
플랫폼에서 제공

Cloud Pak for Data

Use Cases 및 고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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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Data&AI 통합 솔루션 팀플레이 Use Case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다양한 조직의 다수의 인력들의 팀플레이(Team Play)

작업입니다. 역할별로 사용하는 도구들의 유기적인 통합으로 분석 과제를 효율적으로 완수 할 수 있습니다.

DE 데이터 엔지니어
DE

DS 데이터 담당자

데이터 엔지니어

Prep1. 데이터 자산 생성

· 추가/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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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 데이터 과학자/비즈니스 분석가

Prep2. 사용자 별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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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데이터 자산 탐색

데이터 담당자

5. 접근 권한 부여

DE

· 가상/물리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접근
권한 부여
· 권한 에 따른 데이터 비 식별화 자동
적용

DS

데이터 과학자

6. 데이터 준비

· 분석을 위한 데이터 준비
· 데이터 병합, 불필요한 컬럼 제거 등
· Data Refinery 기술 이용

3. 접근 권한 요청

·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접속 권한 요청 (Table or Query)

데이터 엔지니어

DE

4-1. 가상 테이블 생성

데이터 과학자

7-1. 모델 개발/수정/배포

· 오픈소스 개발도구
· AutoAI
· One Click 배포

1. 분석 주제/팀 생성

데이터 과학자

· 데이터 물리적 저장 없이 원천 데이터
직접 연결
· 캐싱 기능으로 조회 성능 향상

DS

데이터 과학자

· 공동 작업 공간(Project) 생성
· 협업자 지정
· 분석작업을 위한 자산 Import
(분석 패키지, 데이터셋)

DS

데이터 과학자

· 필요한 데이터 자산 탐색
· 데이터 자산에 대한 프로파일링/품질 정보 확인
· 데이터 자산에 대한 용어/태그/별점/코멘트 확인 및 검색
· 활용한 데이터 자산에 대한 본인의 별점/코멘트 공유

DS

DS

데이터 담당자

DS

AD DevOps 개발자

DS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엔지니어

4-2. 물리 테이블 생성

·데
 이터를 물리적으로 이동하여 저장
·E
 TL 기술 이용

AD

개발자

7-3. AI 관리

· 준 실시간 모델 품질 감지
· 편향 감지/설명력
· 모델거버넌스

7-2. App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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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Data&AI Multi-Cloud 사례 Wunderman Thompson (원더맨)
통합 데이터 저장소(10TB)
다양한 소스로 부터 수집

Identity
Network
Solution

· Watson Studio
· Watson Machine Learning
· Watson OpenScale

IBM Cloud Pak for Data

Red Hat OpenShift

데이터 준비 후 8주 만에
AI 모델 (Smart Identity Graph) 공동 생성
WS/ML/AutoAI

WPP그룹 유관 기관
의료 회사
고객 데이터

어디서나 배포 가능하도록
Identity Network 확장

IBM Cloud Pak for Data
as a Service

Hybrid approach

금융 서비스 회사
고객 데이터

소매 회사
고객 데이터

· 하나의 통합 팀
· 모든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 동일한 도구, 서비스, 제품
· 단일 배포 모델
· 일관된 거버넌스, 규정 준수 및 보안
· 비용 및 자원 절감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이동할 필요없이,
고객의 다양한 cloud환경(AWS, Azure, GCP, IBM cloud) 에 배포가능하도록 Identity Network 이동
통합 관리를 위해 IBM Satellite로 확장 계획

Use Cases 및 고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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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Data&AI Multi-Cloud 사례 Wunderman Thompson (원더맨)
IBM과 협력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는
Cloud기반 AI Factory 설립
첫번째 AI Factory 제품 출시

COVID-19 Risk, Readiness and Recovery (RRR)
대시보드

대시보드 기능

·C
 ommunity risk indexing
(커뮤니티 위험 지수)

·C
 ommunity readiness indexing
(커뮤니티 병상 준비 지표)

·C
 ommunity recovery indexing
·A
 I기술을 사용 건강 및 경제 데이터를 미국 카운티 수준에서 제공

(커뮤니티 복구 지수)

·기
 업과 공무원에게 언제 경제활동을 개시 할지 의사 결정 지원

90 개국에 200개 지사를 두고 있는 뉴욕 기반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대행사국제 광고 그룹 WPP 그룹의 일부

CHALLENGE

RESULT
·R
 edHat OpenShift를 기반으로 하여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고

· COVID-19과 같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 고객들에게 신
속하고 정확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분석 환경 필요

· 일관되지만 특정 인프라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통합 분석 패
키지 환경 필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AI Factory 구축

·P
 ublic Cloud 및 On-Prem 어디라도 일관된 분석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 IBM Cloud Pak for Data를 표준으로 사용

·데
 이터 준비 후 8주 만에 AI 모델 (Smart Identity Graph) 생성
·고
 객 데이터의 이동없이, 고객의 다양한 cloud환경(AWS,
Azure, GCP, IBM cloud) 에 배포 가능

“IBM의 Expert Labs 및 Data Science 팀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우리는 스스로는 도달 할 수
없었던 속도로 AI Factory를 설립했습니다.”

애덤 우즈, CTO,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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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원(국내/B2B 구매 솔루션 컨설팅)
딥러닝 모델 운영의 확산을 시작하다

비정형 분석

요구사항

· 데이터 사이언스 협업 플랫폼 및 AI use case 확산
· Cloud Pak for Data MLOps 관련 서비스

솔루션

(Watson Studio /Watson ML /Watson Openscale 등)

성과 /기대효과

Why IBM?

· 상품 아이템 텍스트 분류 딥러닝 모델 운영 플랫폼

· 모델 배포 운영 자동화/간소화 통한 업무 생산성 개선
· 데이터 사이언스 협업 생산성 제고

✓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MLOps를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기본 제공되는 AI use case 템플릿을 활용한 향후 AI
적용 업무 확산 기대

ML/DL 플랫폼

Use Cases 및 고객 사례

26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국내/공공)
모델 개발 운영의 협업을 공고히 하다

ML/DL 플랫폼

요구사항

· 다양한 오픈소스 수용 및 관리되는 플랫폼 필요
· Cloud Pak for Data MLOps 관련 서비스

솔루션

(Watson Studio /Watson ML /Watson Openscale 등)

성과 /기대효과

Why IBM?

· 모델 개발 및 운영 협업 플랫폼

· 데이터 사이언스 협업 통한 빠른 분석 인사이트
확보 및 운영 전개

✓ Python/R/Scala 등 다양한 오픈소스 언어/개발환경
제공 → 쉽고 빠른 배포 운영화
✓ I BM R&D에서 투자하는 탄탄한 로드맵 및 업그레이드
통한 최신 기술의 플랫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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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s 및 고객 사례

KPMG(해외/컨설팅서비스)
KPMG(해외/컨설팅서비스)신뢰 가능하고 책임있는
AI 구현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다
Trust AI

요구사항

· AI의 무결성, 공정성, 설명력 확보에 대한 니즈

솔루션

· Cloud Pak for Data의 Watson Openscale
서비스 등

성과 /기대효과

Why IBM?
Kelly Combs, Director,
Emerging Technology Risk
at KPMG

· AI 편향 이해 및 모니터링/ 해석 투명성 확보
· AI 신뢰성 관련 규제에 능동적 선제적 대응

“Watson OpenScale은
AI 모델이 어떤 데이터 속성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왜 결
정하게 됐는지 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고객에게 AI의 투
명성을 제공하는,시장에서 상용화된 독보적 기술입니다.”

ML/DL 플랫폼

Use Cases 및 고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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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국내/공공)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일환으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다

비정형 분석

요구사항

데이터 거버넌스

·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티시티 챌린지 사업에 최종

대상지로서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플랫폼 필요

· C
 loud Pak for Data DataOps 및 비정형 분석 서비스

솔루션

(Watson Knowledge Catalog /Watson Discovery /Cognos Analytics 등)

성과 /기대효과

Why IBM?

ML/DL 플랫폼

· 데이터 생성 및 가공의 자동화, AI 기반 인사이트

확보, 정책 수립 활용, 민간기관 및 연구소 허브 역할

✓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파이프라인 구축과 거버넌스
체계를 지원하는 강력한 DataOps 기능
✓ 쉽고 직관적인 텍스트 분석과 시각화 역량과 데이터 허브
역할에 최적인 오픈 플랫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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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해외/금융)
AI로 감사 체계의 혁신을 이루다

비정형 분석

요구사항
솔루션

Trust AI

· 25만개 이상의 감사 평가 항목에 ML 기법 적용,

AI 기반 고객 통화 준법 감시, 감사 AI Assistant 도입

· IBM Data Science Elite팀 ML 개발, Watson 기술 적용한
업무 자동화 및 assistant 구축
(Watson Studio /Watson STT & Discovery /Watson Assistant 등)

성과 /기대효과 · 감사 체계 전반에 AI를 적용하여 업무 생산성 극대화

Why IBM?
Marc Sabino,
Head of Innovation of Internal
Audit, Citi

ML/DL 플랫폼

“IBM Data Science Elite팀, IBM Expert lab, IBM
Promontory의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통해,복잡하고 어
려우며 규제 중심의 금융 감사 업무에 AI를 적용하는 혁신
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Use Cases 및 고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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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해외/금융)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single data view를 확보하다

데이터 거버넌스

요구사항
솔루션

· 전세계 산재한 데이터의 싱글 뷰 확보 및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통한 규제 준수

· Cloud Pak for Data DataOps 관련 서비스

(Data Virtualization /Watson Knowledge Catalog 등)

성과 /기대효과 · Right data to the right people at the right time

Why IBM?
Ferd Scheepers,
Chief AI Architect, ING

“IBM 플랫폼의 Data Virtualization(데이터 가상화) 서비
스를 통해 데이터 복제, 이동 없이 데이터 싱글 뷰를 확보
했고, Watson knowledge Catalog 서비스를 통해 데이
터 품질 및 리니지 검토, 카탈로깅 및 셀프 서비스 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Why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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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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er

Forrester Wave™

Leader

Customer Choice

연도별
신규고객
2018

2019

2020

2019년 데이터 중심의 예측 결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출시
현재까지 전세계 많은 고객이 제품을 도입하여 시장에서 최상위 리더로 인정
향후 모든 곳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적절한 데이터를 연결해 주도록 발전
생산성 및 통찰력 향상 및 비용 위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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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BM

Gartner 2021
IDC 2020

외부기관 평가(Gartner 2021 / IDC2020)

IBM Cloud Pak for Data는 데이타사이언스 및 머신러닝 플랫폼 평가 영역에서
외부 공인 기관으로부터 최상위 리더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Gartner 2021 Magic Quadrant
for Data Science and Machine Learning Platforms

DC MarketScape: Worldwide Advanced Machine Learning
Software Platforms 2020 Vendor Assessment

Why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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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loud Pak for Data 도입 효과
* 2021년 2월 Forrester Total Economic Impact of Cloud Pak for Data

데이터사이언스, 머신러닝 및 AI 혜택 약 3배 증가

120만 달러 → 34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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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ETL요청 감소

25%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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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관리 노력 감소

65% → 85%

“특히 규제 관점에서 Cloud Pak for Data를

“데이터 가상화는 큰 장점입니다. 사용자에게

“시장 출시 시간과 혁신 시간은 더 빨라야 하

향상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 넘었습니다.”

있는지 더 잘 이해하고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

사용하여 전반적인 거버넌스 및 통제 역량의
금융 서비스 산업 데이터 관리 부문 이사

셀프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면 어떤 데이터가

ETL 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

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은 의미 있고 중요한 요
청만 받게 되어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정보 설계자, 금융 서비스 산업

며 정규 직인 데이터 분석가를 늘리지 않고 더
리가 Cloud Pak for Data를 사용하는 이유
입니다. “

총괄관리자, 고객 인터뷰 중

IBM Data & AI 콘텐츠
라이브러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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