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tab Model Ops

®

모두를 위한 ML 모델 라이프사이클 관리

머신러닝 활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모델을 배포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꼭
필요한 궁극의 ML 모델 배포 솔루션인 Minitab Model Ops를 소개합니다. Minitab의 최신
제품 릴리스로, 데이터 과학자와 비즈니스 분석가, 엔지니어가 각자의 머신러닝 및 예측 모델을
성공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손쉬운 모델 배포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모델을
배포하여 즉각적인 통찰력을
얻으세요. 모델을 가져와 자체
모델 저장소에 저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Minitab
Model Ops 모델은 REST
API 엔드포인트에 게시할 수
있으므로, 최신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모델 성과
어디에서나 모델이 올리는
성과를 확인하세요. 주목해야
할 추이 및 안정성 지표를
추적하고, 각 모델의 중요
임계값을 설정하고, 모델 가동
시간과 응답 시간, 배포 상태를
살펴보고, 변동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 모델 거버넌스
모델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감사
로그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액세스를 제어하고, 변경 사항을
추적하며, 추적 가능한 업데이트
기록을 생성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감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도 강력한 MLOps
플랫폼을 통한 모델 제작과 모델
생산 간의 격차 해소
Minitab Statistical Software
에서 모델을 구축하고 Minitab
Model Ops에서 모델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하기

Minitab의 솔루션 분석으로 성공을 달성하세요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링

데이터 변환

Minitab Connect

TM

데이터 액세스, 자동화,
거버넌스로 얻는 종합적인
통찰력

기계 학습 및 예측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아이디어 창출 및 이행

Minitab Workspace

®

www.minitab.com

SPM

®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통계
소프트웨어

시각적 비즈니스 도구

공정 및 제품 우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각적 도구

Minitab

Minitab Engage

TM

혁신 및 개선 이니셔티브 시작,
추적, 관리 및 이행

Quality Trainer
온라인 트레이닝으로
어디에서든 통계학 및 Minitab
사용 방법 학습 가능

모델 배포 및 모니터링

Minitab Model Ops

®

간단하지만 강력한 플랫폼에서
모델 수명 주기 관리
품질 솔루션

Real-Time SPC
Powered by

즉각적인 품질 및 공정
모니터링을 모니터링, 대응
및 제공

Minitab®과 Minitab®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Minitab, LLC의 등록 상표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minitab.com/legal/trademarks를 참조하세요.
©2022, Minitab, LL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