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LYON Business School, IBM Cloud 통해 Smart Business School 구축

‐‐ SoftLayer 기반시설 바탕 새로운 디지털 학습 환경, 전 세계적으로 개인화된 요구 경험 제공

(에퀼리, 프랑스 2015년 1월 23일 PRNewswire=연합뉴스) IBM(NYSE: IBM [
http://www.ibm.com/investor/ ])과 EMLYON Business School[ http://www.em‐lyon.com/en ]이 IBM
Cloud[ http://www.ibm.com/cloud‐computing/us/en/ ]를 통해 전 세계에 개인화된 온디맨드
비즈니스 교육을 제공할 ‘Smart Business School’ 고등교육 환경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EMLYON은 IBM과 협력해 전략의 중심에 교육 혁신과 디지털
기업가정신을 놓고,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결과를, 교수들에게는 더욱 참여도가 높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428851‐emlyon‐smart‐school‐ibm‐cloud/

세계화 세력의 증대,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새로운 용도 및 학습자와 교수자의 높아진 기대
등으로 인한 교육계가 변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변화는 고등 교육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EMLYON은 학생들이 교실 밖 세계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현재
방식을 바꾸고자 IBM과 손을 잡았다.

EMLYON 총장 Bernard Belletante는 “이 프로그램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측면은 각 강력 경로
단계에서 각 참가자의 수요 및 야망과 절대적으로 관련된 콘텐츠와 코칭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가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말이다”라며 “따라서 우리 학교는 오늘날 사용자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선별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 시간, 장소 및 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IBM의 빅 데이터 & 분석학[ http://www.ibm.com/big‐data/us/en/big‐data‐and‐analytics/ ] 역량과
EMLYON의 심층적인 교수 전문지식이 결합돼 ‘흐름에 따른 학습’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특정
상황 및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화된 개발 및 훈련을 제공한다. ‘Smart Business
School’은 IBM의 SoftLayer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양방향, 모바일 및 협력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각 학생의 변화하는 요구와 경력 수요에 끊임없이 대응하고 맞춰간다.

‘Smart Business School’의 목적은 지식 큐레이터가 돼, 학습자와 교육자들이 나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 협력 공간 및 창의적인 연계 고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새롭고 다양한 온라인 및 디지털 교재, 특히 양방향 사례 연구
‐ 분석학, 인지 및 IBM 전문가들과 EMLYON 학자들 간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이고 통찰력 있는 연구
‐ 행동 학습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교육의 진정한 효과 평가

IBM 국제교육산업 부사장 Michael King은 “디지털 변혁을 꾀하고, 진정한 ‘Smart Business
School’을 만들고 있는 EMLYON을 지원하며, 다른 교육자들을 위한 모델을 제공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이와 같은 변혁적인 노력은 직장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 교육 환경을
개인화함으로써 학습자들을 참여시키는 cloud 우선 정책을 통해 제공된 빅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Smart Business School’의 cloud 기반 플랫폼은 프랑스와 중국의 기존 EMLYON 캠퍼스를
비롯해 모로코 카사블랑카 캠퍼스에서 사용 가능하다. EMLYON과 IBM 간의 파트너십은 또한
서아프리카 같은 주요 신규 시장 및 중국 중심지 같은 산업 도시에서 온디맨드 ‘팝업’ 캠퍼스를
탄생시킬 것이다.

IBM Studio의 Design Thinking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온라인 교재와 서비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Smart Business School’ 모델은 올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BM 교육에 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ibm.com/education 을 참조한다.

EMLYON Business School에 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em‐lyon.com 을 참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