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방법론을 통해,
Data and AI로의 여정을 가속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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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의 AI 사다리는 기업의 데이터 수집에서 AI 모델 개발 및 운영까지의 end to end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현합니다.
나아가 컨테이너 기반의 최신 아키텍처 반영 플랫폼으로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 “Any” 퍼블릭 클라우드에 동일한 분석환경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 에니웨어’ 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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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사례 (Modernize)

#AI사다리 (현대화 ) - 데이터를 AI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

런던시 자전거 공유서비스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자전거
이동, 고객수요 및 행동 예측
영국 런던의 최대 공유 자전거 시스템인 산탄데르 사이클 스테이션은
IBM AI 및 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운영 효율화와 개선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도 캘커타 지역보건 센터 iKure
AI를 통한 농촌 의료 활동 보강
IBM의 AI 및 클라우드는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iKure의 목표에 따라 농촌
의료 활동을 보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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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케팅 대행사
Wunderman Thompson
데이터 및 AI로
머신 러닝 수준 향상
Wunderman Thompson는 IBM Cloud Pak for Data를 사용하여
규모에 맞는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예측력을 높이고 고객사에 더 정확
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덴마크 뮤직 페스티벌 Smukfest
덴마크 스칸데르보르그 뮤직 페스티벌인 Smukfest는 IBM 제품을
이용해 페스티벌 데이터를 수집, 구성 및 적용하고 AI 기능을 추가하여
참석 관객에게 안전함과 편안함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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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사다리 (수집) - 단순하고 액세스가 용이하도록 데이터 정제

금융 솔루션 회사 Knowis
Db2 on Cloud로 소규모 은행까지
비즈니스 영역 확대
Knowis의 부사장 Christian Sternkopf는 IBM Db2가 온프레미스와 클
라우드에서 배포 장벽을 넘어, 어떻게 새로운 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었는
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디어 테크 회사 RSG Media
IBM Db2 on Cloud로
미디어 플랜에 대한 혁신 시도
미디어 회사 RSG Media는 IBM Db2로 더 크고 더 복잡한 데이터 세트로
부터 심층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자체 분석 플랫폼을 마이그레이션 했습
니다.

네덜란드 의료서비스
제공업체 Vektis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보험 서비스 향상
Vektis의 CEO인 Herman Bennema으로부터 IBM Db2 Warehouse
on Cloud가 의료 보험 데이터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함께 저렴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세계 최대 유리용기 제조업체
Owens- Illinois
Oracle에서 IBM Db2로
마이그레이션하여, 총소유비용 절감
세계 최대 유리용기 제조업체 Owens-Illinois는 IBM Db2 도입을 통해
총소유비용을 절감하면서 쿼리 성능을 향상했고, 서버 설치 공간 감소
등의 부가적인 이점을 누리면서도 IT 예산을 절감하여, 전략적인 영역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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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사다리 (구성) - 비즈니스에 적합한 분석 기반 생성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
IBM MDM으로 정보 장벽을 극복해
향상된 대민 서비스 실현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노마군(Sonoma County) 공무원들이 어떻게
주민의 민원을 360도로 파악하고 정보 장벽을 극복하여 더 나은 대민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플래그스타 은행
비즈니스 데이터를 위한
정보 아키텍처 현대화
Flagstar 은행의 데이터 품질 아키텍트 David Abayev가 우수한 데이터
품질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면서, 고객 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현대화에 관한 전략을 안내합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뱅가드
데이터 거버넌스로 데이터과학자
역량 강화 및 데이터 품질 향상
Vanguard 수석 솔루션 아키텍트인 제이슨 캐플란(Jason Caplan)이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고, 금융업계의 디지털
혁신을 향한 놀라운 여정을 이끌었던 방법을 공유합니다.

노르웨이 비료회사 YARA
세계 식량에 대한 책임과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디지털 농업 플랫폼 구축
노르웨이 비료회사 Yara는 IBM과 협력하여 전 세계 농가에 종합적인
디지털 서비스와 농경법 자문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기존 농지에서
식품 생산량을 증대하여 산림 파괴를 최소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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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사다리 (분석)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AI 구축 및 확장

Lufthansa : 데이터 및 사이언스
능력 향상을 통해 AI 확장
루프트한자 항공사가 Watson을 활용한 AI기반 지식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매출 증대 및 비용 절감을 이뤄낸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 KPMG
Watson OpenScale을 활용해
AI 기반으로 금융권 고객들의
대출, 카드, 보험 서비스에 혁신 제공
KPMG LLP의 신기술 위험 부문이사 Kelly Combs가 AI 적용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KPMG는 Watson OpenScale을 이용해 자사 금융권 고객의 대출, 카드, 보험 서비스에 AI 기반의
혁신을 제공합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 모간 체이스
IBM Watson Studio로
리스크 관리 모델 개선
JPMC의 Quant 모델 위험 관리 그룹 Elenita Elinon으로부터 IBM 데이터
과학 및 AI 엘리트 팀과의 협업에 대한 소감을 듣고 Watson Studio를
활용하여 위험 관리 모델을 개선하세요.

미국 석유회사 ExxonMobil
AI기반 데이터 플랫폼 현대화를 통해
시추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
미국 ExxonMobil의 Digital Transformation 수석 고문인 Huang
Xiaojun 박사가 IBM과 협업하여 회사 내 다양하고 사일로화된 데이터를
AI에 적합한 데이터로 다루어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단축한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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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사다리 (적용) - 비즈니스 전반에서 AI 운영

호주 최초 온라인 은행 Ubank
AI 챗봇으로 고객 경험 개선

Watson Assistant가 만든
자동차 혁명, 메르세데즈-벤츠
모바일 챗봇으로 차량 취급설명서 대체
증강현실(AR)로 차량기능검색

UBank는 IBM Cloud Garage를 통해 IBM Cloud 플랫폼에서 Watson
Assistant로 구현 가능한 챗봇 시스템 RoboChat을 구상 및 계획했습니
다. RoboChat을 사용하여 UBank는 이미 온라인 대출 신청 완료 비율
을 15% 이상 높였습니다.

기계,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등의 영역에서 사일로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벤츠 자동차가 시스템이 서로 간섭하며 생긴 고도의 복잡
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친환경 기업 지멘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탄소 배출량 감소

건축자재 제조업체 Mueller
세계지역 기반 회사의 데이터 활용이
만드는 소도시 인재 활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Siemens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문화입니
다. 직원들은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친
환경적인 여행 가이드를 만들고, 탄소 제로의 미래를 향한 길을 열었습니
다.

Mueller의 전략, 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리자인 Mark Lack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지역에 토대를 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문화
유실을 방지하고, 소도시 인재 활용을 지원하는지 이야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