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여 경쟁력 강화
AI와 멀티클라우드에 맞게
데이터 준비
2030년에는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경제에 창출하는 가치가 $16T에 이
른다는 전망이 있지만 1, 비즈니스 리더의 81%는 아직 AI에 필요한 데이
터와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2 확실한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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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AI는 이 시대의 세상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사전에 프로그램된 지시나 암기한 지식을 따르는 것
이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정보를 근거해 행
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성으로 켜지는 휴대폰, 음
성 및 이미지 인식 기술, 자율주행 차량, 가정용 스마
트 기기 등 시대를 앞선 모든 제품이 AI 기술을 기반
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근
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사 결정을 현저하게 개선하고 예측, 업무 자동
화, 로지스틱스 최적화 등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IBM Cloud

AI가 기업의 예측, 자동화, 최적화 역량에 가져오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측:
조직은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앞으로 비즈니스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 자동화: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므로 직원은 비즈니스 프로
세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AI가 적용된다면 직
원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최적화:
작업공정, 물류 및 마케팅 비용 최적화에서 클라우드
설치 구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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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해결 과제

AI를 위해 데이터 아키텍처를
현대화해야 하는 이유?

각종 화려한 수식어가 난무하는 AI는 마법이 아닙니다. 업종
과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들은 AI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
다. AI의 힘과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도입 전에 먼저 데이터,
기술, 신뢰와 관련된 세 가지 필수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AI가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AI 모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데
이터 준비와 구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AI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간단
히 말해, 정보 아키텍처(IA) 없이는 AI는 불가능합니다. 확실
하고 개방적이며
통합된 정보 접근 방법을 통해 조직은 데이터 아키텍처를 현
대화하여 AI 및 멀티클라우드 세상에 맞게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데이터는 AI의 근간입니다. 조직은 데이터 복잡
성을 해결하고 데이터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합
니다.

스킬:
AI 기술이 아직 희소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
다. 직원들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
록 조직은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
해야 합니다.

IBM Watson: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 혁신

신뢰:
조직이 확장하고 전사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도록
AI 권장 사항이나 결정을 전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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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여정 가속화:
IBM이 제공하는 도움
AI Ladder는 AI의 4대 핵심 영역에서 지침으로 삼을 만한 원
칙을 제시하여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수집, 데이
터 구성, 데이터 분석, 궁극적으로 AI를 조직에 주입하는 방법
에 관한 원칙들입니다.
1. 현대화
AI에서 현대화는 조직 전체에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AI
를 위한 정보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요
구를 충족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민
첩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IBM Cloud Pak™ for
Data는 컨테이너를 통해 퍼블릭, 프라이빗, 온디맨드 등 모든
형태의 클라우드에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현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2. 수집
아키텍처 현대화가 끝나면 데이터를 최대한 간단하고 접근성 좋
게 만들어야 합니다. AI는 데이터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IBM Db2는 온프레미스뿐 아니라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전체 AI 지원 기
능을 갖춘 하이브리드 데이터 관리 제품입니다.
데이터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4. 분석
신뢰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구성했다면 이
제 AI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 전체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는 기업이 데이터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에서 인사이
트를 도출하고 AI에 접목하여 비즈니스를 혁신할 뿐 아니라
확실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IBM Watson
Studio와 Watson Machine Learning, Watson™ OpenScale™이 만나면 AI 지원 비즈니스에 적합한 최고의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 러닝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A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5. 주입
조직은 예측, 자동화, 최적화를 기반으로 여러 부서의 인사
업무, 고객 관리, 마케팅 활동 등 다양한 프로세스에 AI를 적
용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습
니다.
IBM Watson Assistant는 애플리케이션, 디바이스 또는 채
널에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
든 클라우드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데이터와 앱이 어디에 있
든 Watson Assistant를 통해 AI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AI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3. 구성
AI에 대한 신뢰는 믿을 수 있고 일관되고 완전한 데이터를 바
탕으로 합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를 정리, 구성, 카탈로그화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IBM Watson
Knowledge Catalog는 데이터와 분석 모델, 조직 구성 요소 간
의 관계를 빠르게 검색하고 선별, 범주화, 공유할 수 있는 통합된
데이터 카탈로그입니다.
DataOp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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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전문지식으로 AI 여정을
가속화하는 방법
지난 10년 동안 AI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괄목할 만한 성
장을 기반으로 앞선 제품과 서비스, 방법론을 제시하는 IBM
은 업종,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지식과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IBM은 기업이 AI 여정의 어
느 단계에 있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는 특
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IBM Data Science Elite
팀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팀과 협력하여 수주 이내
에 성공적으로 AI를 구현할 기술, 방법 및 툴을 제공합니다.

IBM Cloud

결론
오늘날의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세상에서 AI와 함께 성공하려면 정보
아키텍처(IA) 현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한 마디로, 현대식 IA의
주요 요소가 없으면 필요한 소스의 데이터에 연결되지 않고 데이터에 접
근할 수 없습니다. AI가 우리가 기대해 온 설치하고 잊어버리는 마법 같은
블랙박스는 아니더라도 올바른 툴과 업무 관행, 접근 방식만 마련된다면
기업은 AI의 힘을 바탕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놀라운 수
준으로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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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원

AI 여정 가속화
확실한 접근 방식에 따라 AI와 멀티클라우드 세상에
맞게 데이터를 준비해 보세요.

IBM Watsons
디지털 시대에 비즈니스 혁신

Virtual Garage 세션 신청하기
구상에서 실현까지 빠르고 효과적으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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