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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AI 기술 동향 및 최근의 추세
▪
▪

▪
▪
▪

▪
▪
▪
▪
▪

Data Management is still Hard
(데이터 관리는 여전히 난제임)
Data Silo Continue Proliferating
(데이터 사일로는 지속적으로 확장)
Streaming Analytics has a Breakout Year
(스트리밍 분석이 중요한 시기)
Data Governance builds Steam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해짐)
Skills shift as Tech evolve
(기술의 변화에 따른 스킬 변동)
Deep Learning is getting Deeper
(딥 러닝 기술이 계속 진화)
“Special K” (Kubernetes) expands Footprint
(Kubernetes가 영역을 확장)
Clouds hard to ignore
(클라우드가 고려대상으로 )
New Tech will emerge
(새로운 기술들 발현)
Smart Things everywhere
(모든 곳에 스마트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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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I Predictions
from IBM Research

• AI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므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AI는 직업을 갖지 않지만 업무 방식에 변화를 줄 것입니다.
• AI는 신뢰를 위해 AI를 설계합니다.
• 에너지에 대한 AI의 욕구는 더 친환경적인 기술을 요구합니다.
• AI 기반 실험실 조교는 새로운 재료를 발견할 것입니다.

3가지 테마가 AI 발전을 이끌 것
• 자동화: 모델 생성 및 배포

• 자연어 처리(NLP): 일상 언어 분석
• 신뢰: 투명성, 설명 가능성
※ https://www.ibm.com/blogs/research/2019/12/2020-ai-pre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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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Gen Data-AI 플랫폼을 위한 기술 요소
최근의 데이터와 AI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현대화
Cloud Native,
Kubernetes
• 디지털 혁신을 위한
빠른 provisioning 과
확장 가능한 플랫폼
•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Hybrid Multi Cloud
지원
• 다양한 요구 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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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컴퓨팅과
스토리지 분리
• 정형/비정형을 포함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Hub 역할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
구축
• 컴퓨팅과 스토리지
영역을 분리하여 업무
증가 및 워크로드에
따른 유연한 확장성
제공

데이터 거버넌스
Data Catalog,
Self-Service

AI 운영 관리
Operationalize
Data Science & AI

• 데이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협업을
위한 DataOps 지원

• 분석 모델 생성, 관리,
거버닝을 포함하는 AI
운영을 위한 기술 도입

•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준비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 개방성과 최신 트렌드
반영을 위해 오픈 AI
기술 반영

• 셀프 서비스 분석을
위한 데이터
디스커버리 환경

• 분석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uto AI
기술 활용

3

Next Gen Data-AI 플랫폼을 위한 IBM 솔루션 – Cloud Pak for Data
정보 아키텍처(Information Architecture) 없이는 AI도 없다는 개념으로 데이터 수집에서 AI 모델 개발 및 운영까지
End to End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AI 운영 관리

AI Ladder

Cloud Pak for Data

AI

Infuse - Operationalize AI with trust and transparency

데이터 거버넌스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AI를 개발/운영/확산!

데이터 관리
플랫폼 현대화

Analyze - Scale insights with AI everywhere
ML 모델 개발/테스트/배포를 한방에 쉽고 빠르게!

Organize - Create a trusted analytics foundation
필요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쉽게 즉각 찾아 셀프 분석!
Collect - Make data simple and accessible

Data

어떤 데이터든지 접근/ 필요시 가상화 통한 즉각 활용!

Platform Anywhere
컨테이너 기반 최신 아키텍처 반영 플랫폼으로 On premise/ Private cloud/ ”Any” Public cloud 에 동일한 분석환경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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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Pak for Data – MSA 기반 end-to-end Data-AI 플랫폼
AI Ladder의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운영해야 하는가?
MSA 기반으로 구현하였으므로 필요한 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성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App 개발자 | 비즈니스 파트너 | 데이터 엔지니어 | 데이터 스튜어드 | 데이터 분석가 | 비즈니스 사용자
확장성 : APIs, 파트너 에코 시스템, 가속기, 솔루션

The AI Ladder
Infuse
Analyze
Organize
Collect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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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

Organize

Analyze and Infuse

데이터 가상화

데이터 가공

비즈니스 리포팅

SQL/NoSQL 저장소

데이터 품질 / 분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이벤트 수집

정책 / 룰

AI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

스트리밍 분석

데이터 카탈로그

AI Apps

동적 스파크 클러스터

셀프 서비스 탐구 / 분석

인더스트리 가속기

주요 서비스

– 사용자 접근 관리
– 보안 관리 / RBAC
– 볼륨 관리

– 모니터링 / 미터링
– 서비스 프로비저닝
– 오퍼레이터

– 모니터링 / 진단
– 백업 / 이관

Red Hat OpenShift
IBM Cloud | AWS| MS Azure | Google Cloud | Hyperconverg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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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Data-AI 플랫폼 Cloud Pak for Data (DataOps + MLOps)
Cloud Pak for Data는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DataOps와 MLOps를 지원합니다.

1

분석 역량 강화 - MLOps

데이터 관리 체계 고도화 - Data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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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Pre-Integrated AI Platform – Cloud Pak for Data

Your Data
Discover

Understand

데이터
가상화

산업 모델

Prepare

Business

Consume

DS & AI Model

Model
Management

DS & AI
Application

정책 활성화

모델 개발

모델 배포

모델 활용

On-Prem

Private Cloud

데이터
프로파일링

Integration for
Productive Use

모델 모니터링

Public Cloud

메타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용어

데이터
카탈로그

모델 테스트

정책 관리

ETL

데이터 품질

모델 훈련

데이터 전처리

검색 & 이해

End-user
application

훈련 자동화

REST API

Business
process

리포트 &
대시보드
Scoring results

Structured
Unstruc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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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Open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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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라이프사이클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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