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Watson Studio

단일 통합 환경에서 AI 모델을 구축, 학습, 배포, 관리하고
데이터를 준비 및 분석하십시오

Watson Studio란?

IBM Watson® Studio는 AI를 비즈니스에 활용하여 혁신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머신러닝 및 딥러닝

워크플로우의 진행 속도를 높여줍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주제별 전문가를 위한
툴을 제공하므로 손쉬운 데이터 활용과 협업을 통해 규모에 맞게 모델을 구축, 학습,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Watson 툴

오픈소스 기반

직관적 시각 모델링

Watson Visual Recognition과 같은
내장형 AI 서비스로 학습하고 API
또는 CoreML로 모델 배포

Jupyter Notebooks 및 RStudio®
와 같이 널리 알려진 오픈소스 데이터
사이언스 및 딥러닝 툴 사용

Neural Network Modeler를
사용한 코드 없는 모델링,
그리고 IBM® SPSS® Modeler를 사용한
드래그 앤 드롭 머신러닝

손쉬운 데이터 준비

대화식 대시보드

하이브리드 환경

대화식으로 데이터를 발견, 정리 및 변환 후
내장형 차트 및 통계를 활용하여
데이터 품질 및 분포 확인

IBM, “The Forrester

WaveTM: 2018 Q3 다중모드

예측 분석 및 머신러닝 솔루션”
부문 리더로 선정
보고서 받기:

강력한 드래그 앤 드롭 저작 환경에서
제작된 대화식 대시보드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시각화된 결과 공유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IBM Cloud™ 또는
IBM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접근성과 민첩성 향상

유용한 웹 자료

Watson Studio의 간편한 활용에
도움이 되는 링크

Watson Studio 시작하기:

Watson Studio 학습 자료 보기:
Watson Studio 코드 패턴 체험:

Watson Studio의 자세한 정보와 무료 체험판은 https://ibm.biz/BdzGk2 에서 확인하세요

한 달에 단 $99(표준 요금제)로 운영 환경에 Watson Studio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IBM Watson Knowledge Catalog

동적 데이터 액세스 정책 및 적용 기반의 지능형 협업 카탈로그로
AI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활성화하십시오
Watson Knowledge Catalog란?

IBM Watson Knowledge Catalog는 인공 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모델 등을

지능형 셀프서비스를 통해 발견하도록 지원하고 활성화합니다. 데이터, 지식 자산,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실제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액세스, 큐레이션, 분류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카탈로그

AI를 위한 데이터 제공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AI

머신러닝 모델 그리고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등
분석 자산의 큐레이션 및 형성

Watson의 지능형 추천 기능으로
관련 자산을 이전보다 더 빨리 발견

민감한 데이터 요소의 동적 자동
마스킹으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고
보호받는 엔터프라이즈 자산으로 전환

손쉬운 데이터 준비

데이터 유연성

데이터 보안 및 거버넌스 향상

Data Refinery 차트 및 통계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대화식으로
발견, 정리, 변환 및 이해

IBM은 데이터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므로,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저장 및 사용 가능

IBM, “The Forrester WaveTM:
2018 Q2 머신러닝 데이터

카탈로그” 부문 리더로 선정

데이터 자산의 카테고리, 정책 및
규칙 수립 및 적용

유용한 웹 자료

Watson Knowledge Catalog의
간편한 활용에 도움이 되는 링크

보고서 받기:

ibm.co/MLDC

ibm.co/WKC_Start
ibm.co/WKC_Tour

ibm.co/WKC_Demo

Watson Knowledge Catalog의 자세한 정보와 무료 체험판은https://ibm.biz/BdzGQx에서 확인하세요

라이트(무료), 표준(미화 $24) 또는 Professional 요금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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