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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경쟁 우위 확보- SoftLayer 클라우드
환경에서 호스팅 분석
뉴욕 시에 위치한 Fabler Studio는 명성 높은 광고 컨텐츠를

개요
The need

제작하는 유수의 에이전시 및 브랜드를 위해 비디오 포스트프로덕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abler Studio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수집하는 facial
imaging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경쟁 우위를 확보할 기회

The solution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Fabler Studio의 Nathan Byrne 상무는 동영상

Fabler Studio는 IBM 비즈니스파트너인
nViso SA가 SoftLayer® 클라우드
환경에서 호스팅하는 감성 분석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The benefit
클라우드 기반 분석 솔루션으로 고도로
정확한 소비자 피드백을 즉시
제공함으로써, Fabler Studio는 더
경쟁력 있고 효과적인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맨해튼의 광고 서비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은
컨텐츠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는 데 쓰이는 facial imaging, 즉 안면
영상 기술에 대해 듣고 곧바로 동영상 편집 업무에 그 기술을 사용하
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뉴욕시에 생존하는
신생 기업입니다. 포스트프로덕션 업체에서는 각자의 장점을 살리지
않고서는 차별화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면
차별화에 성공할 것이 확실했습니다.”

SoftLayer 클라우드 환경에서 호스팅되는
IBM 비즈니스파트너인 nViso SA의 분석
솔루션은 소비자 반응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Fabler Studio는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광고
동영상 컨텐츠를 편집합니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Fabler Studio의 Nathan Byrne 상무

클라우드 기반의 감성 분석
Fabler Studio는 경쟁 솔루션을 검토한 후 SoftLayer 클라우드 환경에서
호스팅되는 IBM 비즈니스파트너 nViso SA의 감성 분석 솔루션을 선택했
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여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여러 업체를 살펴봤
습니다. nViso가 단연 최고였습니다.”라고 Byrne은 말합니다.
이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에서 nViso의 안면 영상(facial imaging) 기술이
잡아내는 컨텐츠에 대한 감성 반응을 순간별로 분석합니다. “이는 실행
가능한 통찰력입니다. 1차 편집의 3단계 각각에서 테스트를 보내고 즉시
결과를 얻어 제작 프로세스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혁신으로 장기적인 우위 확보
Fabler Studio는 SoftLayer 호스팅 분석 솔루션으로 고도로 정확한 소비자
피드백을 즉각 전달함으로써 더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지원합니다. Byrne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학습 경험이 쌓여 일종의
브레인 트러스트의 역할을 하므로, 다른 업체가 이 기술을 도입할 무렵에
우리는 2년 ~ 3년 앞서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SoftLayer 클라우드 인프라는 업계 최고의 nViso 분석 기능을 경제
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입니다. Byrne이 말하길, 기존 테스트에서는 비용
부담이 컸지만 이 솔루션은 상대적으로 비용 효율적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방식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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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성 요소
서비스
•

SoftLayer®

IBM 비즈니스파트너
•

nViso SA

자세한 정보
IBM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려면 IBM 영업 대표 또는 IBM
마케팅으로 문의하시거나 웹페이지 ibm.com/cloud-computing/kr/ko를
방문해주십시오.
SoftLayer에 대해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ibm.com/kr/softlayer를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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