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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Mondrian AI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시각화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소개 _1.회사소개1



데이터분석

 Big Data Infrastructure 

 Hadoop / Spark / Kafka

 Data analysis & processing

데이터시각화

 Web / Mobile dashboard

 Real time data visualization

 Geographical data visualization

인공지능 / 머신러닝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Time series data analysis

Expertise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Science  

Data Visualization

IT consulting

전문분야 _1.회사소개2



경영 & 전략기획팀

당신의기업은지금 Data Oriented 조직으로의빠른전환이필요합니다.

전문가와솔루션이필요하신가요? 우리의디자인, 개발, 연구팀이도와드립니다.

서비스 _1.회사소개3



Data Science & Visualization Team 시작 !

• Mondrian Analytics 제품출시

• IOT 데이터처리엔진개발및과기정통부우수상수상

• KAIST 와 GE 출신연구원중심데이터기술전문팀창업

2016 2017

실시간데이터분석및시각화전문기술연구

• 3차원도시데이터분석/시작화도구 Mondrian City Visualizer 출시

• Cisco Innovation Center 와협업을통한데이터시각화제품개발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선정

2018

인공지능분야핵심기술연구

• 창조경제혁신센터 Seed 투자 (20억밸류)

• K-Global 300 과기정통부 ICT 유망기업선정

• 기업부설연구소설립

2019

기업용 AI 인프라/솔루션구축전문기술사업화

• 딥러닝전용워크스테이션 AI Box 출시

• KT 협력사선정, 인공지능장애탐지솔루션공급계약체결

• (주)인천스마트시티, 차량데이터분석계약체결

• 청년창업사관학교 8기인천지역최우수기업선정

연혁 _1.회사소개4



홍대의, CEO
총괄책임자 / PM

전 GE 연구원

KAIST 전산학석사

Mike, CTO
빅데이터, 분산컴퓨팅

전 GE 수석연구원

아주대전자공학석사

EE, Bandung 과기대 (ITB)

화지민, CRO
인공지능전문가

산업용 AI/DL 전문가

KAIST 전산학박사

KAIST 전산학석사

제의규, CDR
수석데이터분석가

Chief Data Researcher

연세대이학박사

KAIST 전자공학

솔루션 & 인프라구축팀

허준석
SW Developer

Backend Engineer

한인선
General Manager

서비스 기획

유승현
F/E Engineer

전 Caroom CTO

이현승
SW Developer

홍혜륜
마케팅, 경영지원

박만석
사업관리

고명석
SW Developer

Frontend Engineer

정현수
UI/UX Designer

경영 & 전략기획팀

* 석/박사연구원 4명연구인력보유, 기술부설연구소설립(2017)

팀/조직 _1.회사소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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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Analysis Engine

Data Connectors

Data Extractor

Visualization

IOT device (Sensors)

Mondrian Analytics

IOT 폭증데이터를연결, 수집, 분석, 처리하는미들웨어엔진

1 _2.제품소개



IoT Sensor Data Web Dashboard Web 3D Visualization

Analytics

Device Connectivity

Big Data Storage

Logging & Data Analysis

Visualizer

Graphical Components

Live Data Visualization

Web / Mobile Dashboard

Machine Learning 

AI-based Context Awareness

Image, Video Analysis

Mondrian Analytics1 _2.제품소개



Web Platform for IoT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Mondrian Analytics1 _2.제품소개



https://vimeo.com/151376119

https://vimeo.com/151376119


Mondrian Visualizer

CITYvisualization 

웹기반 3D 도시데이터시각화솔루션

2 _2.제품소개



도시데이터시각화

도시에서발생하는각종데이터를수집하여시민들이한눈에볼수있는라이브도시정보제공시각화서비스

Mondrian Visualizer2 _2.제품소개



Platform Dosim

WebGL-based City Monitoring System 3D Web Platform

Mondrian Visualizer2 _2.제품소개



• City climate

• Temperature, wind, humidity

• Street level noise 

• City environmental live sound 

• Air pollution simulation

• Energy consumption at building level, 

district level

• CO2, fine dust at city Level

• Transportation routes 

• City data analysis   

Mondrian Visualizer2 _2.제품소개



https://vimeo.com/150515354

https://vimeo.com/150515354
https://vimeo.com/150515354
https://vimeo.com/150515354


• 학습초기환경구축에소모되는불필요한시간절약

• 진입장벽을낮춰인공지능알고리즘에만집중할수있는저비용학습환경

• 다중사용자활용가능한탄력적 AI 인프라자원할당기술적용

웹기반

손쉬운접근

인공지능

통합개발환경

자동인프라

자원관리

데이터공유

연구결과공유

인공지능, 데이터과학자양성을위한최적의플랫폼

Jupyter

Pi

Jupyter Pi3 _2.제품소개



Research Team 

Student List

Elastic AI 
Infrastructure
탄력적인공지능인프라기술확보

Web을통해 ML/DL 알고리즘개발, 공유, 실행통합환경

다양한인프라환경에적용

On-Prem, Workstation, 

Cloud 환경구성가능

다중사용자데이터, 연구결과공유

3 Jupyter Pi _2.제품소개



Elastic AI Infrastructure

AI/ML 개발, 협업, 배치및모니터링을위한단일플랫폼구성

• (조직규모) 모든규모의기관, 연구소, 기업을위한비용효과적인인공지능개발통합환경

• (사용자수) 조직전체의데이터과학자, 운영자및개발자작업자가공동활용이가능한구성

• (인프라) 빠르고쉽게머신러닝, 딥러닝모델개발이가능한탄력적인인프라자원관리

설치, 배치및확장을포함하여 ML 

스택의전체수명주기를자동화

Cloud, On-Prem 또는 Workstation 등

다양한인프라에구성가능

팀원간의데이터가시성과협업을향상.

실행가능한통찰력으로조직효율화

3 Jupyter Pi _2.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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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yter Pi Analysis Page

Jupyter Pi _2.제품소개



Mondrian AI Box

개발자, 중소기업, 연구자용 AI 빅데이터분석및 AI 모델개발용워크스테이션시스템

4 _2.제품소개



딥러닝전용워크스테이션

금융, 의료, 교육, 생명공학, 생활등

다양한분야의비지니스환경에서활용가능한고성능워크스테이션으로,

인공지능연구에최적화된 H/W와 S/W를통합 Package 로제공

 최소비용으로 AI 인프라를구축

 특별한설치, 복잡한환경설정없이사용가능

 단순한인공지능학습부터 High-level 수준의대량의데이터처리

 교육, 통계, 헬스케어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

Mondrian AI Box4 _2.제품소개



Mondrian AI Box4 _2.제품소개

인공지능연구에특화된 Workstation

 Big Data 모듈과병렬 GPU M/L모듈일체화

 구매후전원만켜면바로사용가능

Pre-Installed Software Packages 

각종 AI에필요한 S/W, lib, util 패키징제공

 Data Science Tools

 Deep Learning

 Big Data Analysis Open Sources 

3 Year Protection 

 구매후 3년간제품보증과 S/W업데이트제공

Expert Support  

 딥러닝/인공지능 전문연구자들의지원

 데이터분석, 전문가서비스제공 (유상)



Mondrian AI Box4 _2.제품소개

One-Click 만으로연구전용공간(컨테이너)를생성

 딥러닝/데이터라이브러리자동설치및제거

 복잡한설정도 GUI 환경에서수정가능

 최신업데이트버전구성제공

< 자동구성되는연구자용오픈소스솔루션 > < One Click 만으로설치, 구성, 설정, 실행가능한컨테이너관리도구 >



Data Catalog5 _2.제품소개

 체계적데이터카탈로그서비스

 데이터의활용성확산을통한가치제고

 다른데이터포털들과호환성확보

공개데이터공유플랫폼

분산되어관리되고있는데이터를통합하고구조화시켜공

유및관리의효율성을극대화합니다.



API LAYER 

JSON 또는다양한포멧으로데이터

공유인터페이스를제공

MODEL LAYER 

PostgreSQL을활용한데이터스토어, Solr 

을이용한검색 지원

VIEW LAYER 

데이터포털웹서비스의페이지제공

다양한데이터뷰와템플릿을제공

LOGIC LAYER 

사용자인증, 비지니스로직, 

백그라운드테스크를수행

CKAN
Platform 

CKAN 기반의데이터공유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기반공개데이터를체계적으로관리

 API를통한각종데이터포털과의연계

 Table, Chart, Map 기능제공

Data Catalog5 _2.제품소개



제안서 29ITP 

CKAN 기반의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 구축 사례

해외사례

• 미정부 데이터 포탈

• 캐나다 데이터 포탈

• 호주 데이터 포탈 외 다수

국내사례

• 공공데이터 포탈

• 국가공간정보포털

• 수원공공데이터 외 다수



배포

데이터셋을쉽게배표

메타데이터의저장과업데이트용이

저장

데이터스토어, 파일스토어

Linkde데이터, RDF, 카탈로그저장

검색

오픈소스검색플랫폼 Solr

메타데이터검색및활용기능

기능확장

파이썬패키지형태로기능확장개발

추가기능개발

시각화

미리보기(리소스뷰), 시각화

사용자테마이용한시각화

연계

API 연계, 데이터통합

메타데이터연계

보안및인증

확장기능을통한데이터보안

사용자인증

이력및사용통계

사용자활동이력

데이터셋에대한사용통계정보제공

Data Catalog5 _2.제품소개



DATA TABLE 형식 MAP 형식GRAPH 형식

데이터미리보기기능

Data Catalog5 _2.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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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헬스케어 _3.적용분야1

체성분데이터를통한모바일건강진단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체성분측정기기를통해언제든지보행, 수면, 

심박수, 운동, 체성분등의신체활동데이터를수집합니다. 

실시간으로수집된데이터는자체알고리즘을활용하여

종합건강상태를진단하고챗봇을통해사용자에게제공합니다.

※글로벌런칭및 CES 2017 Innovation Award 수상



헬스케어 _3.적용분야1



SK Art Center Nabi

3D Web Platform, iOS, iPad support

스마트시티 _3.적용분야2

디지털트윈기술을활용한시민중심의재난관제

3차원지도위에서위치정보를기반으로

지역에서발생하는화재, 도난, 재난등의위기상황을

시민들간빠르게소통할수있는

SNS형식의서비스를공급하였습니다. 

각위치에서발생하는위기상황에대해

시민간의실시간공유및공공기관과연계하여

경찰, 소방서등안전신고기능을포함합니다.



https://vimeo.com/166815273

https://vimeo.com/166815273


Seoul De Facto Population

서울시생활인구데이터시각화

스마트시티 _3.적용분야2

서울시생활인구데이터시각화

서울시데이터통계과에서공개한생활인구빅데이터를기반으로

지역별유동인구의인구통계학정보(연령, 성별, 거주밀집도등)를

웹상에서제공합니다. 서울시전체지역을포함하여지역구단위, 

행정동단위로나누어데이터들데이터를표현합니다. 



스마트시티 _3.적용분야2

회원신용정보데이터시각화

금융기업의회원정보를빅데이터로분석하여

지역단위의통계적신용도를추출하고, 

웹을통해신용거래, 대출, 연체상황등을

전체적으로시각화합니다. 

이를통해효과적으로동선을구성하고, 

지역별관리감독에대한올바른인적자원을

투입할수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_3.적용분야3

제품포장불량인공지능검출

지능형카메라센서를통해초당 3개씩출하되는

제품의포장지불량상태유무를자동판단할수있는시스템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를통해작업자가하나하나불량을

확인하고분류하는불필요한과정을생략할수있었으며, 

소비자클레임을줄이고품질관리측면에서비용절감과

서비스수준향상을이끌어냈습니다.

Vision Factory



네트워크 _3.적용분야4

AI기반네트워크장애사전탐지시스템

수천대의장비에서발생하는네트워크정보를

실시간으로수집처리하고과거장애데이터를학습하여

딥러닝기반의장애발생예측시스템을공급하였습니다.

HDFS기반으로대량의데이터를고속으로 분산처리하고

유연한파이프라인구성을통해병렬적으로

메세지를처리합니다. 

인공지능모델을통해설비및장비가고장나기전에

장애를예측하여사전유지보수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극대화합니다.



• AI Demo Clip (Driving) : https://vimeo.com/259843276

물체인식 _3.적용분야5

자율주행, 차량내영상을통한사물인식

실시간주행영상에서차량과도로, 신호등, 

빌딩, 보행자등의특징을포착해추적하고구분하여

특정객체일확률을수치적으로판별합니다. 

주행중측정되는이미지들에대해빠르고높은인식률을

보장하며 CCTV나블랙박스등의영상수집장비를통해서도통

행량파악, 차량추적, 불법주정차인식등의

다양한솔루션에적용가능합니다.

https://vimeo.com/259843276


• AI Demo Clip (Drone detection) : https://vimeo.com/259826449

물체인식 _3.적용분야5

드론비행영상을통한사물감지

드론을활용하여촬영된지상물체의

판별알고리즘을제공합니다.

딥러닝기반 Object Detection 알고리즘을통해

항만시설감시, 시설물점검, 실종자탐색, 해양선박감시등

다양한업무를자동화할수있으며수색용무인기개발과

도시환경정보수집에도도움을줄수있습니다.

https://vimeo.com/259826449


비즈니스솔루션 _3.적용분야6

핵심데이터를한눈에이해하는
관리자용대시보드

다양한데이터소스와연동하여기업내주요정보를

한눈에알아볼수있는정돈된대시보드로구성합니다.

기업별, 목적에맞는형태로레이아웃을구성할수있습니다. 

팀원들과함께중요한측정된항목을실시간으로공유하여

데이터중심의업무프로세스를확립하세요.

• 주기술스택 : React, React Native, Electron, NodeJs



비즈니스솔루션 _3.적용분야6

대규모머신데이터관리를위한
산업용대시보드

각종디바이스, 시스템, 서버통신로그등

머신에서발생되는엄청난규모의데이터를

감시하고시각화할필요가있다면

오픈소스기반의산업용대시보드를구성하세요. 

정보탐색과공유를손쉽게하여조직을효율화하고

비용을절감하세요.

• 주기술스택 : Hadoop, Prometheus, Grafana, InfluxDB



4

업무제휴



업무제휴1 _4.업무제휴

Data into Information

비용효율적인기업별맞춤형컨설팅을제공합니다.

 데이터중심비지니스전환지원

 인공지능도입방안컨설팅지원

 기업 / 정부 R&D 연구지원

Data into Intelligence

Data into Inspiration

기업내데이터인프라구축을도와드립니다.

 빅데이터인프라구축

 빅데이터분석및가공

 Hadoop, Spark, Kafka 기술지원

복잡한데이터를간결하고아름다운작품으로만듭니다.

 산업용실시간웹대시보드

 기업용모바일어플리케이션

 WebGL 기반의 3차원시각화

인공지능을통한기업의혁신을이끌어냅니다.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Vision, Object Detection

 Time Series Data Analysis

Data into Insight



Enterprise Web/Mobile Tech

 Industrial Application

Big Data Analysis

 Big Data Infrastructure 

 Hadoop / Spark / Kafka

 Data analysis & proc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Time series data analysis

Cloud Computing
 Backend Service

 API Service

Open Source Tech 
 Research

 Consulting

컨설팅분야2 _4.업무제휴

Mondrian AI 는데이터를관리하고분석하기위한가장유연한솔루션을공급합니다. 

왜많은기업들이 Mondrian AI를신뢰하고그들의데이터를지능화된솔루션으로바꾸어가는지알아보세요.

Data Visualization

 Web / Mobile dashboard

 Real time data visualization

 Geographical data visualization



Clients3 _4.업무제휴

Design + Data Technology

Mondrian AI는혁신적인 Data Science & Visualization 팀으로서

기업과정부, 그리고지역사회가직면한문제를데이터기술을통해해결하고자합니다.

데이터라는새로운렌즈를통해세계를이해하고인간중심적연구와디자인을통해

다양한산업을위한지능형솔루션을함께만들어갑니다.



CONTACT US

오시는길

대표전화 (+82) 032-713-7984

이메일 contact@mondrian.ai

주소 본사: 인천시연수구갯벌로 12, 7층(송도동, 미추홀타워본관)

대전지사: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동 647-1번지

인천지하철 1호선 - 테크노파크역 4번출구에서 100미터



Links 

• Website : https://mondrian.ai

• City 3D big data visualization : https://vimeo.com/150515354

• Social disaster control service: https://vimeo.com/203681927

• Sensor data analysis : https://vimeo.com/151376119

• SaaS city map cloud service: https://vimeo.com/245132842

• Web 3D visualization demo : https://vimeo.com/243602169

• AI computer vision research project (drone) : https://vimeo.com/259826449

• AI computer vision research project (driving) : https://vimeo.com/259843276

• Etc. : https://vimeo.com/user47390562

• Seoul De Facto Population : https://vimeo.com/261417981 http://seoulcensus.teammondrian.com/

https://mondrian.ai
https://vimeo.com/150515354
https://vimeo.com/203681927
https://vimeo.com/151376119
https://vimeo.com/245132842
https://vimeo.com/243602169
https://vimeo.com/259826449
https://vimeo.com/259843276
https://vimeo.com/user47390562
https://vimeo.com/261417981
http://seoulcensus.teammondr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