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RVICE

Cube AI
AI / 머신러닝 서비스

AI/머신러닝의 고도화된 모델로 복잡한 데이터를 비즈니스 활동에 적용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AI/머신
러닝의 복잡한 알고리즘과 CPU/GPU자원 및 지속적인 모델 관리 등 성과와 연결된
구체적인 AI/머신러닝 사례를 적용한 분석 결과를 제공해 드립니다.

더 스마트하고,
더 편리한 비즈니스
AI, 선택이
아닌 필수

어떤 상황에 필요한가요?

•A
 I 개발 및 활용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고자 하는 경우

• 분석 과제에 대한 신속한 구현 / 테스트 / 적용이 필요한 경우
• 분석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프로세스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 복잡하게 연결된 각 기술의 개념을 쉽게 활용하고 싶은 경우

접근 방법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며 비즈니스 적용 가능한 작은 범위로 시작하여 확장하는 AI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AI 서비스 Cube AI >
지속성
Continuable

효율적인 리소스
Utilizable

비즈니스 적용
Business Applicable

모델 업데이트와 AB 테스트 등의

머신러닝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는

고객사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지관리 합니다.

있습니다.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험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계획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할 수

확장성
Expandable

분석된 결과를 목표에 빨리

Analysis Intelligence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은 규모로

AI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 수집,

여러 형태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작하여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저장, 분석, 머신러닝까지 통합

기대효과

• 신속한 구현 / 테스트 / 적용을 통한 합리적 결과 도출

• 다양한 규모의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실천적 AI / 머신러닝 서비스 적용
• 주제별 최적의 분석 알고리즘 제공

• 고객사의 분석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프로세스의 효율화
• 비즈니스 모델의 전반적인 혁신 지원

메가존클라우드 데이터서비스 장점
EXPERTISE

Cloud Ecosystem PARTNERS

ACCELERATORS

• 클라우드 아키텍처 및 서비스에

•C
 SP : 클라우드 및 산업별

• 검증된 방법론 및 Frameworks

• 데이터설계 / 구축 / 분석에 대한

• I SV : ETL, BI, Analytics에 특화된

•M
 odeling, ETL, 데이터이행 등

• 교육 및 전문 Certification

•P
 artners : 전문컨설팅, AI/ ML

대한 전문성
경쟁력

USECASE/REFERENCE 경쟁력
전문 솔루션 경쟁력

•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및 모델
Best Practice

Startup, SI

메가존클라우드 고객사

MEGAZONECLOUD
•국
 내 최초 AWS 공식 파트너사

• 국내 최초 AWS 프리미어 컨설팅 파트너(Premier Consulting Partner)

• 국내 최초 AWS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파트너(Enterprise Support Partner)
• 국내 최초 AWS Managed Service Partner 3.0 인증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에서 설계, 구축, 운영, 보안/백업, 24/7Support, Managed 서비스(MSP) 및 최적화까지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LG전자, 넥슨, 웹젠, 게임빌, 컴투스, SK플래닛, SM엔터테이넌트, CJ오쇼핑, 두산그룹 등
1000여개 이상 국내외 고객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5길 갈라빌딩
E-mail. contact@megazone.com
Tel. 1644-2243
www.megazon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