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DRIVE-AI는 인공지능에 대한 별도의 학습 없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제공되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기업별 데이터에 맞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AI 플랫폼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 가치 발굴

인공지능(AI)은 머신러닝, 딥러닝 등이 기술 접목과 함께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WEDRIVE-AI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컴포넌트화하여 제공합니다.
기업의 데이터 종류, 요구사항에 맞는 컴포넌트 선택을 통해 다양한 AI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WEDRIVE-AI와 함께 기업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WEDRIVE-AI 서비스 방식

라이센스형 서비스 구축형 서비스 클라우드형 서비스

WEDRIVE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특정 청구기간 이용 서비스별 요금 정책을 
선택하여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WEDRIVE-AI를 기업에서
운영 중인 인프라 자원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프라 설치 필요 없이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WEDRIVD-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DRIVE-AI는 빅데이터 분석 및 가공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입니다.
기업의 다양한 상황에 접목 가능하도록 컴포넌트(단위 동작) 기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EDRIVE-AI를 통해 기업 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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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RIVE-AI는 데이터 분석 및 가공을 위한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가공에 적합한 컴포넌트 선택을 통해 기업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계열 예측

분류

이상탐지

+ α

분석

가공

WEDRIVE-AI는 다단계 실행 워크플로우를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해 스케줄링 합니다.

제공되는 모듈의 실행 구조를 파이프라인으로 구성 및 설정하여 인공지능 분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WEDRIVE-AI Labs 구성

컴포넌트 기반 AI 플랫폼

파이프라인 인공지능 분석

WEDRIVE-AI
Data Catalog

기업의 데이터 자산을 활용한
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WEDRIVE-AI
Workspace

AI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WEDRIVE-AI
Cloud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와
시각화 결과 등을 쉽게 공유 및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WEDRIVE-AI
Manager

관리자 도구를 통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현황과

사용자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WEDRIVE

Labs
기업의 많은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WEDRIVE-AI는 데이터 선택부터 인공지능 훈련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WEDRIVE-AI를 활용하여 데이터 생명주기를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려보세요.

데이터 셋 데이터 변환 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

예측 모델

이상 탐지 모델

데이터 분류 모델

WEDRIVE-AI의 Labs와 Workstation을 통해
인공지능 분석 환경을 구축하여 인사이트를 빠르게 도출해보세요.https://wedrive.kr cs@wedrive.kr 070-4149-0165



WEB 기반 데이터 분석

WEB 기반 데이터 분석

WEDRIVE-AI Workspace

WEDRIVE-AI Workspace 분석 예시

WEDRIVE-AI를 이용하면 복잡한 설치나 사전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Workspace에 접속하여 분석 대상 데이터,
분석에 사용될 인공지능 모듈, 시각화 방법 등을 선택하여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 데이터 분석 및 교통 속도 예측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GPS 좌표와
도로 데이터 매칭 수행. 각 도로별 속도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시계열 예측을 통해 시간대별 속도 예측 정보 시각화 서비스 제공.

지역 단위 분석을 통한 통행발생량 비교
모빌리티 패턴별 이동 변화율 분석하여
특정 이벤트(코로나 확산) 시점 전/후 
지역단위 통행량 분석. 시공간적 통행량 변화와 
그 추이 파악 연구에 활용.

WEDRIVE

Workspace
WEDRIVE-AI를 통해 쉽고 편하게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을 적용하세요.
데이터, 분석, 가공 방법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WEB 기반 분석 환경 컴포넌트 기반 인공지능 모델 데이터 시각화
WEB 기반 분석 환경을 통해
별도의 설치 및 OS 제약 없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예측, 탐지, 분류 등의 인공지능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석된 데이터를 그래프, 표 등을 통해 
시각화하여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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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전(20.1월)

주중 5.8% 감소

19,703
18,552

10,584

코로나후(21.3월)

12,238 주말 13.5%감소



인공지능 모듈 관리
인공지능 분석의 핵심 자산인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코드 등 주요 파일들을 관리합니다. 

WEB 기반 데이터 분석
기본 제공되는 인공지능 모듈과 팀, 부서별 생산한
인공지능 모듈을 공유하여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및 리포트 공유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프로젝트 내용 및 결과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손쉬운 서비스 전환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 환경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모델, 프로젝트, 보고서 공유 및 협업

WEDRIVE

Cloud
WEDRIVE-AI를 통해 쉽고 편하게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을 적용하세요.
데이터, 분석, 가공 방법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WEDRIVE-AI는 인공지능 모델을 컴포넌트화하여 모델 재사용 및 확장이 가능합니다.
WEDRIVE-AI Cloud를 통해 기업내 인공지능 모듈을 공유하여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공유된 인공지능 모듈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결하여 분석 성능을 항샹하거나 다양한 인공지능 모듈의 조합을 통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WEDRIVE-AI Cloud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데이터 분석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File sharing

Video
communication

Work
managment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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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협업 기능으로 효율성 향상
공유 기능을 통해 인공지능 모듈 활용성을 높이고
동료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WEDRIVE-AI Cloud를 통해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세요.

WEDRIVE-AI Cloud



분석 규모에 맞는 프로젝트 및 사용자 관리

WEDRIVE

Manager
WEDIVE-AI Manager를 통해 사용자와 자원에 대한 GUI 모니터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량, 사용자 계정 정보 등을 관리하고 전체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보세요.

데이터의 특성 및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는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GUI 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현황, 데이터 사용 현황, 인공지능 모듈 관리 현황, 사용자 계정 정보 등 다양한 자원 관리를 통해

전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Dashboard를 통한 현황 확인
Workspace 사용자 관리, 시스템 자원, 서비스 계약 등
WEDRIVE-AI 사용 관련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관리
Workspace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Workspace를 통해 분석을 수행한 프로젝트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https://wedrive.kr cs@wedrive.kr 070-4149-0165
(주)위드라이브가 이 문서에 관한 권리를 소유합니다.
회사의 동의 없이 본 문서의 정보와 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