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PU 가속 기반 인메모리 플랫폼 

실시간 스트리밍/GIS 데이터 AI/딥러닝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실시간 스트리밍(IoT, SNS, 
날씨 등) 데이터, GIS 위치 기
반 데이터 분석/시각화를 위한 
GIS 엔진 및 오픈소스 커넥터
(Kafka, Spark Streaming, 
NiFi, StreamSets 등) 제공

각종 ML 라이브러리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UDF를 통하
여 In-Database Processing
으로 다양한 AI/DL 기반 분석
을 손쉽게 비즈니스에 연계 

기존 EDW 및 Hadoop과 같
은 기업 내 데이터 플랫폼의 
Speed Layer로 활용; 다양한 
API, JDBC/ODBC, 엔터 프
라이즈 ETL툴 제공

+
About  

Kinetica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키네티카(www.kinetica.com)는 GPU 가속 기반 
In-Memory DBMS를 제공하여 현재 Finance, Manufacturing, Retail, Health Care & 
Public 고객들이 OLAP 처리 속도 개선, AI와 BI의 융합, 지리 공간 정보 분석을 위해 키
네티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네티카는 Amazon, Microsoft, Cisco. Dell, HP, IBM, 
NVIDIA, Tableau 등 클라우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밴더들과 파트너로 GPU 가속 기
반 데이터베이스 분석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트렌드

Oracle, Terradata, Netezza 
• 비용 및 성능 이슈

Hadoop & MapReduce 
• 느린 성능, 관리 어려움

HANA, MemSQL In-memory DB 
• Data loading 속도, CPU 병목

Kinetica 
• 병목 현상 해소, AI/ML 로직을 DB 내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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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가속 기반의 인메모리 DB  

Artificial Intelligence + Big Data + Real Time Analytics 



산업별 활용 분야

공공제조

• 제조 공정의 품질, 수율, 생산성 
향상 및 공정 개선 

• 제조 설비의 AI/ML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잠재적 이슈 예방 

• 전력 발전 등 중요 설비 운용 효
율성 향상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경보(Alert) 시스템 운영 

• 실시간 원격 검침 및 미터링

적용 사례

금융

• 테러, 범죄, 재해 등 실시간 위협 
감지 

•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 위험 인물 
실시간 추적 

• 우편 물류 시스템 등 실시간 위치
기반 서비스 개선 

• 빅 데이터 분석, 딥러닝 기반 공
공 서비스 개선

• 360° View 고객 분석, 실시간 고
객 분류 및 고객별 맞춤형 제안 도
출 

• 실시간 IT 환경 모니터링 및 로그 
수집/분석 기반 경보 시스템 운영 

• AMS(Anti-fraud Management 
System), FMS(Fraud 
Management System)에 실시간 
대처

소매/물류통신/방송

• Cell Planning, 음영 지역 관리, 
NW 트래픽/OSS/ 주요 IT 환경 모
니터링, 실시간 스팸 필터링 

• 실시간 고객 패턴 분석/분류 , 맞
춤형 프로모션 

• 실시간 IPTV 사용 트렌드 및 시
청률 분석

의료

• 실시간 위치 정보 수집, 분석을 
통한 물류 최적화 

(판매, 재고, 생산의 효율성 증대) 

• 실시간 항공/선박 루트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 운영

• IoT, 웨어러블 장치 기반 헬스케
어 서비스 모니터링 및 분석 

• 실시간 생체 신호 기반 환자 위험 
파악 및 조치 

• 신약 개발, 의료 연구 빅 데이터 
처리 및 AI 지원

Walmart, USPS, Softbank, Lippo Group, Telkomsel, Airbnb, Twitter, Ford/
BMW(PoC)/Toyota(PoC) for connected & autonomous car, Wafer Analytics/
Visualization, Smart Factory, BI acceleration, Airplane route analysis etc.

Kinetica의 솔루션은 컬럼 기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핵심
으로 합니다. 대규모 병렬 프로세싱에 유리한 GPU에 최적화되어 수
십억 건의 데이터 처리에 있어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Kinetica의 솔루션과 연계하면 기존에 운영 중인 BI, 빅 데이
터, AI 관련 데이터 처리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살려 다
양한 업종에서 새로운 통찰력과 비즈니스 실행력 강화를 위해 
Kinetic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Kinetica 한국 총판 (주)유클릭  
이메일: kinetica@uclick.co.kr     전화: 02-63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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