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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nnefer Studio는데이터 분석에 대한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데이터 분석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여 시간 및 비용

절감하고, 기업들은 핵심 가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쉬운통합 데이터분석환경구축

회사,연구소,학교에서복잡한인프라설치걱정없이

WEB 기반의데이터분석환경을

한번의클릭으로손쉽게구성할수있습니다.

탄력적인인프라구성

개발에필요한전문가용데이터분석환경을

즉시제공하고프로젝트별확장과축소가능한

탄력적인프라를구성할수있습니다.

효율적인인프라관리

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 있도록,

사용자들의인프라자원활용률을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습니다.



번거로운 과정없이 쉽고 빠른

번거로운 환경설정 없이몇번의 클릭만으로 빠르게 데이터 분석 환경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Yennefer Studio는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1. 프로젝트 정보 입력 2. Container 종류 선택 3. Dataset 선택 후완료!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와 구성이 필요없이 몇번의 클릭으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가 포함된 전문가용 개발환경(IDE)을 즉시 제공합니다.

Yennefer Studio는 WEB 기반의 통합 데이터 분석 환경을 통해 개발, 실행, 공유가 가능하며, 

동료들과 함께 협력적인 팀 프로젝트와 연구가 가능합니다.



다중사용자 지원 및 관리,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을 컨테이너

(Container) 기술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고가 장비의 시간당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동적 자원 관리 및 스케줄링과

다양한 환경에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정된 기업의 자원을 다양한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GUI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관리자는 사용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기업의 자원을 다양한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GUI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관리자는 사용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에 필요한 환경설치 시 시간과 노력

이 많이 드는 것과 로컬에서의 반복적인 산출물 확인 등

비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다 열고, 실행하지?

제출합니다~!

관리자

사용자들

번거로운산출물확인의반복

기존 S/W 업무프로세스도중관리자가산출물확인

시, 개인이보낸파일을하나하나다운받고실행해봐

야 산출물을확인할 수있는불편함이있습니다.

복잡한환경설치

소프트웨어교육의시작은환경 구성에서시작됩니
다. 교육받지않은사용자모두의환경 구성을교육
하는건 쉬운일이아닙니다.소요되는시간: 3시간
정도소요

이거설치 어떻게 하나요?



버전차이로인한 협업장애

IDE, 라이브러리버전의차이로인한에러
발생으로프로세스진행지연과불편함
문제발생합니다.

로컬저장으로인한 용량부족

기존메일이나개인 메시지로데이터를전달

할 경우한정된자원의한계로용량부족

문제가발생합니다.

버전이 다르니에러가 뜨고..
용량도 부족하고..

관리자

500GB/512GB

ERROR

v.1.0.1 v.1.0.3v.2.0 v.2.0



따라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한 공간에서
한 작업을 수행할수 있는( )



그래서

가 있습니다.

( )



환경의 차이를제거하는
원 클릭 자동 환경 구성
솔루션

AI 연구에 예니퍼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교육에 필요한 환경설치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관리자

환경설치에 드는 시간이
확줄어들었네!



불필요한
공유프로세스제거
관리자와 팀원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공유하면,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데
이터부터 결과물까지!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팀원이 공유해준 프로젝트를 통해
최신의 데이터를 쉽게찾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수있어요!

사용자관리자

산출물을 다운받을 필요없이
웹에서 바로확인이 가능하네!



다중 사용자와리소스 관리에
효율적인관리자 기능
한정된 집단의 자원을 다양한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GUI 관리 도구

를 활용하여 관리자는 사용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불필요하게 할당만되어 있는
GPU자원을 쉽게요청해서 사용할 수있어

빠르게 분석을할 수있어요!

사용자

관리자

어떤프로젝트에 어떤사람이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쉽게확인해서 필요한 사용자에게 바로

바로제공해 줄수 있어요!



를
선택하는 이유



지금도
Yennefer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Applied 

Data Science Lab “Yennefer”도입

Yennefer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협업효과로

최소화된 과정을 통한 빠른 연구

AI/Data Science 연구진의 협업적 연구를 위한

인프라 마련

서울대학교통계학과
Applied Data Science Lab
Yennefer 공급 인하대 인공지능 융합 연구센터 학생, 연구진들의

Curriculum, 연구를 위해 “Yennefer”도입. 

인하대학교와 산학 기업들의 Yennefer 도입을 통한

산업과 교육기관 섭렵

AI/Bigdata 연구진과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최고의 협업 연구 툴 ‘Yennefer’

인하대학교
인공지능융합 연구센터
Yennefer 공급



Mondrian AI도 사용하는
Mondrian AI의 Yennefer
Yennefer에서의 Algorithm 연구/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의 데이터 가치화 추구
교육기관, 민간, 공공 기업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플랫폼 “Yennefer”



Contact
연락처 및 링크

Mondrian

https://mondrian.ai

Yennefer

https://yennefer.io

Facebook

facebook.com/mondrianai

Youtube

Mondrian AI (채널명)

Email

sales@mondrian.ai 

Tel

032-459-2239

Fax

032-232-1104

Naver Blog

blog.naver.com/mondrian-ai



Homepage : https://mondrian.ai

Demo :  https://yennefer.io

NaverBlog : blog.naver.com/mondrian-ai

Facebook : facebook.com/mondrianai

Youtube : Mondrian AI (채널명)

Email: sales@mondrian.ai 

Tel: 032-459-2239

Fax: 032-232-1104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