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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론티브 1. 회사소개

㈜인프론티브는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시스템구축 및 개발” 이라는 목표 아래 2010년 설립, 2011년도

일본 포탈업체의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전체 인프라 클라우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국내

최초로 설계에서 구축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린클라우드 IT  기술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스마트 원격제어 전원공급장치 및 그린클라우드 컴퓨터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해킹위험으로 부터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물리적 망 분리용 초소형

컴퓨터를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IoT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inpront.com,    hTTP://www.Gotetra.com

•직원 : 30명

•주 사업 분야 : IoT 제품 설계 및 개발/  그린클라우드컴퓨터/

PC 및 주변기기 제조/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IT 유지보수 서비스

”지능형 전력제어 전원공급 장치, 그린클라우드 컴퓨터 및 망 분리 보안 미니PC,

클라우드시스템구축 기술을 토대로 세계적인 IoT 제품 개발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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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1. 회사소개

제조
IT

스마트기기
제조

사물
인터넷

지능형
IT 기기
제조

ICT
혁신기술
연구개발

친환경
에너지

절약 기업

회사명 ㈜인프론티브 (Inprontiv Co., Ltd.) CEO 신 용 욱 (Shin, Yong Wook)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길 52 삼환디지탈벤처타워 2F

자본금 9.5 억원

대표전화 02-2202-0503 팩스 02-716-3313

설립일 2009년 5월 설립

매출액 75 억 원

제조
망분리 미니PC, 전력절감장치
원격클러스터컴퓨터

가상화시스템

System Integration 사업 클라우드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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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1. 회사소개

2012 2014

⇢ 클러스터컴퓨터 및 EPS 연구 개발

⇢ 대원미디어 VMware 서버 가상화 구축 및 유지보수

⇢ Neowiz GameOn Japan 서버 가상화 유지보수

⇢ 중외제약 VMware납품 및 그룹 사 전체 가상화 서버

유지보수

⇢ NetApp, Fusion IO 파트너 계약

⇢ HanbitSoft VMware 납품 및 서버 가상화 구축

⇢ NHN Japan VDI구축

⇢ 원격클러스터컴퓨터 및 EPS 전력절감장치

초기 모델 출시

⇢ EPS 특허 등록

⇢ 인천대학교 클라우드 컴퓨터 구축

⇢ Neowiz GameOn Japan 서버 가상화 유지보수

⇢ 중외제약 그룹 사 전체 가상화 서버 유지보수

⇢ NHN Japan VDI구축 및 유지보수

⇢ ING 생명 서버 통합 유지보수

2013 2015

⇢ ICT 2014 혁신기술 장관상 수상

⇢ 2015년 하이서울 브랜드 선정

⇢ 원격클러스터컴퓨터 특허 출원(보안 기능)

⇢ 망분리 미니PC 시제품 개발 및 특허 출원

⇢ 일본 LINE EPS 수출

⇢ ISO 9001  14001 인증 획득

⇢ 정부과제 수주(제품공정기술개발 지원사업) 

⇢ 세아네트웍스 Tetra 시리즈 총판 체결

⇢ 한국 유니와이드 EPS 총판 계약 체결

⇢ NEC코리아 MOU 계약 체결

⇢ SBA 성수IT 종합센터 ‘2015년 미래성장기업 선정‘

⇢ ㈜MDS테크놀로지와 TETRA 제품군 총판체결

⇢ 한국발명진흥협회와 특허청＇TETRA우수발명품＇선정,

공공기관 우선구매제품으로 추천

⇢ 군포공장 확장이전

⇢ Q마크 인증

⇢ TETRA 제품군 나라장터 조달등록

⇢ TETRA-D 인천공황관리공단에 납품

⇢ TETRA-D, 산업은행 ‘망분리 인터넷 미니PC’로

최종선정 3,300대, 금액 31억 규모 납품

⇢ IoT 제품 설계 및 개발을 위한 부설연구소의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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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 하이서울브랜드 지정 KAE와 (주)인프론티브
스마트IT솔루션 보급 MOA

벤처기업 확인서

기술혁신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공장등록증 품질인증(Q-Mark)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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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공급방법 및 장치 (EPS) 랙 마운트 컴퓨팅 장치 망분리형 컴퓨터 시스템 ISO 9001 ISO 14001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컴퓨터시스템

듀얼 망분리용 특허
출원 중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스템 특허 출원 중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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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2. KVM 기술 및 기능

구 분 세 부 사 양

KVM 스위치

․콘솔연결 : HDMI,D-SUB,DVI 방식으로 두 대의 컴퓨터 연결

․푸시버튼 : 버튼방식 OR 터치방식

․해 상 도 : 1,920 × 1,080 이상 지원

․케 이 블 : HDMI 방식 지원

항목 평가요소

기술부문

○ 화면 전환 속도(KVM Switch)
- 화면 전환 속도(최소 2초 이내), 적절한 해상도 지원

○ 제품 편이성(KVM Switch)
- 각종 입․출력선 최소화 및 간편화

○ 멀티전환 기능(KVM Switch)
- 망전환 버튼 및 핫키 기능 제공(키보드, 마우스)

○ 오토스캔 기능(KVM Switch)
- 전원 OFF 시, ON 되어있는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

○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KVM Switch)
- 업데이트 기능 제공 및 업데이트 편리성
- 펌웨어 유지보수 인력 보유

기능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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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품

용도 제조사 모델명

업무용 및 인터넷용 PC ㈜인프론티브 Tetra-DM

제품선정 이유

• 국내 유일의 모든 모니터 Type (RGB(D-Sub) & HDMI, DVI ) 동시 지원 망분리PC

• KVM 일체형 제품으로서 상면 공간 활용 탁월

• 국내기술로 개발 되어 KVM 펌웨어 장애발생시 즉각 대응 가능

• KVM 펌웨어 윈도우 방식 업데이트 방식 지원을 통한 편리성 제공

• 통합 케이블(영상, 음성, 마이크) 적용에 따른 깔끔한 정리

• 저전력 기술적용에 따른 친환경 제품

• 2016년까지 추가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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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구 분 내용

순수국내기술

• 국내 유일의 국산화 생산 제품

• 2014 Hi Seoul 브랜드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그린IT 기술

• 국내 최초, 유일의 KEA 인증마크 획득

• 2015년 한국발명진흥회 우수 발명품 선정

자체 설계인력 보유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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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및 KVM 자체 설계

구 분 내용

KVM 내장

(국내 특허)

• 보드 삽입 형태가 아닌 메인보드와 KVM 간의 적층구조 방식

• Integrated(통합) KVM 기술

[특허명 : 망분리용 컴퓨터시스템] [특허명 : 듀얼망분리 시스템]

• 중국산 수입 KVM 보드가 아닌 제조사 직접 디자인 및 설계를 통한 생산
• FirmWare : 국내 설계에 따른 Firmware update 문제 해결 가능 신속성 확보
• 설계 : 단순 삽입 구성이 아닌 적층구조방식 통합 설계로 2초 내 화면 전환 성능 제공
• 용이한 교체 : KVM Board 이상시 간단한 조작을 통한 손쉬운 교체 가능 탄력성 제공

KVM 망전환 보드

- 12 -

2. KVM 기술 및 기능



신속한 KVM펌웨어 업데이트

구 분 내용

KVM 펌웨어 업데이트

신속대응

• KVM 펌웨어 국내 개발을 통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고객센터
1899-4709

• 장애접수
• 전국 A/S

장애유형 검토/분석

원격처리여부

연구소24시간내
장애원인 분석

단순장애

현장지원 의뢰

KVM 펌웨어
자체개발 (1주내)

장애복구

KVM 업데이트

장애복구

장애처리내역 등록장애처리내역 등록 고객및파트너

NO

NOYES

YES

결과통보및사후관리결과통보및사후관리

- 13 -

2. KVM 기술 및 기능



KVM펌웨어 업데이트

구 분 내용

윈도우 방식의

펌웨어 업데이트

• 기존 KVM 펌웨어 업데이트 방식의 단점이었던 상판 개패 후 전용

Kit로 업데이트 방식을 전용 윈도우 프로그램을 통한 신속하고 편리

한 업데이트 방식 제공

[기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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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VM 기술 및 기능

[윈도우 방식]

업그레이드

전용Kit

상판분리작업

구분 기존 방식 윈도우 방식

업데이트 방식 전용Kit 수작업 시행 ※타사 USB 방식은 보안규정 위배 전용 윈도우 방식 프로그램

업데이트 소요 시간
약 15~20분, 또는 그 이상 소요(PC 설치 환경에 따라)
※1,000대 기준=20,000분=333시간=41일(8시간, 1인기준)

약 1분 ※사용자 직접 업데이트 1일 내 완료 가능

사용자 업무 불편도 업무 마비 즉시 업무 가능

전용 Kit 필요 (Kit 불량 시 작업 불가) 불필요

설치인력 전문가 필요 일반 사용자 가능



가상
키보드&마우스

가상
키보드&마우스

가상
키보드&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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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KVM 펌웨어 기능

향상 지원

• 인터넷 뱅킹에서 잉카인터넷 보안 S/W Nprotect 5.5와 6.6 동시 설

치 시 OS Blue Screen 혹은 Down 증상 발생

• 유일한 해결책은 동시 설치를 방지하는 방법이었으나 회피 기술을

적용하여 문제 해결

» 국민은행 nProtect 장애공지

공
격

기
존

개
선

FAKE

공
격

• 원인 : nProtect 보안 S/W가 KVM 가상 키보드 마우스를 해킹 시도로 간주하여 공격

• 회피기술 : 가상 키보드&마우스를 앞, 뒤로 두 개를 생성하여 Nprotect 공격 시 원본 앞에 가짜(Fake)

가상 키보드&마우스를 공격하게 하여 원본 가상 키보드&마우스는 정상 작동하도록 구현

KVM기술 및 기능 2. KVM 기술 및 기능



구 분 내용

영상, 음성, 마이크

통합케이블(국내특허)
• 과다한 케이블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선정리, 먼지 등) 감소

통합케이블(영상, 음성, 마이크) 단일선

마이크 in

스피커 in

VGA in

USB*2 in

[업무용PC]

[업무용PC]

제안제품:Tetra-DM

A사 KVM 내장형

[S社 KVM 내장형]

A社 KVM 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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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기술 및 기능 2. KVM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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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기술 및 기능

구 분 내용

영상, 음성, 마이크

통합케이블(국내특허)
• 단일 케이블로 과다한 케이블로 인한 불편함(선정리, 먼지 등) 감소

[A社 듀얼모니터 가능 외장형 KVM]

[S社 듀얼모니터 가능 KVM 내장형][인프론티브 KVM 내장형 Tetra-DM]

케이블 간소화는 기술력!

2. KVM 기술 및 기능



다양한 환경 지원

KVM스위치 Dual Monitor 구현 KVM스위치 Single Monitor 구현

다양한 고객의 환경에 최적화 된 시스템

PC : 일반 데스크탑, 올인원, 노트북 등

모니터 : D-Sub(RGB), HDMI, 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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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니터 1 모니터 2 구현 가능 비고

Single Type RGB (D-Sub) 가능

Single Type HDMI 가능

Single Type DVI 가능 DVI to HDMI Cable

Dual Type RGB (D-Sub) RGB (D-Sub) 가능

Dual Type RGB (D-Sub) HDMI 가능

Dual Type RGB (D-Sub) DVI 가능 DVI to HDMI Cable

Dual Type HDMI RGB (D-Sub) 가능

Dual Type HDMI HDMI 가능

Dual Type HDMI DVI 가능 DVI to HDMI Cable

Dual Type DVI RGB (D-Sub) 가능

Dual Type DVI HDMI 가능

Dual Type DVI DVI 가능 DVI to HDMI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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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니터 환경 지원 2. KVM 기술 및 기능

국내 유일의 KVM 내장형 듀얼 모니터 동시 화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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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듀얼 모니터 Switch 전환 가능 2. KVM 기술 및 기능

구 분 내용

싱글&듀얼 모니터

Switch 전환 가능

• 별도의 케이블 체결 변경 없이 특정키를 통한 싱글모니터, 

듀얼 모니터 전환 기능

• 망분리 이전 듀얼 모니터 상에서 각각의 모니터에 업무망과 인터넷

망 화면 상태에서 자유로운 업무가 가능했으나, 싱글 모니터 지원

일반 KVM 도입 후 화면 전환 시 업무망 상태에서는 인터넷망 화면

을 볼 수 없었었던 단점을 개선

(버튼, Alt 2회,
마우스 휠)

업무망 업무망

양쪽모니터변경

인터넷망 인터넷망 업무망 인터넷망

한쪽모니터만변경

화면전환

Scroll Lock 2회

화면전환

Scroll Lock 2회

화면전환



인터넷망 인터넷망

다양한 KVM 펌웨어 기능

구 분 내용

다양한 KVM 기능

• Auto Live Select

• Auto Active Select

• Non Active PC Lock

• Only Keyboard & Mouse

업무망 업무망

인터넷 망
종료

업무망으로자동전환

Auto Live Select

• 기능 : 두 대의 PC 사용 중 한쪽의 PC를 끄면 자동으로 켜져 있는 PC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 차이점 : 기존 KVM은 컴퓨터를 종료하면 종료 된 상태로 화면이 고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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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VM 기술 및 기능



업무망 인터넷망

다양한 KVM 펌웨어 기능

구 분 내용

다양한 KVM 기능

• Auto Live Select

• Auto Active Select

• Non Active PC Lock

• Only Keyboard & Mouse

업무망 업무망

업무망
먼저 부팅

업무망우선표시

Auto Active Select

• 기능 : 두 대의 PC 동시에 부팅 시 먼저 켜지는 PC 화면이 먼저 나타납니다.

• 차이점 : 기존 KVM은 선택 된 컴퓨터 화면만 인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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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VM 기술 및 기능



인터넷망 인터넷망인터넷망 인터넷망

업무망업무망

다양한 KVM 펌웨어 기능

구 분 내용

다양한 KVM 기능

• Auto Live Select

• Auto Active Select

• Non Active PC Lock

• Only Keyboard & Mouse

업무망 업무망

화면전환
시도

화면이전환되지않음

Non Active PC Lock

• 기능 : 한 대의 PC만 켜져 있을 경우 실수로 전환 버튼 및 Hot Key, 마우스로
화면 전환을 시도 해도 전환 되지 않는 기능

• 차이점 : 기존 KVM은 한 대의 컴퓨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화면전환 시도 시
화면인식을 위해 3~4초 이상 Delay time이 발생 (업무지연 발생)

인터넷망 PC 인터넷망 PC 인터넷망 PC 인터넷망 PC

인터넷 PC 종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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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VM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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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KVM 펌웨어 기능

구 분 내용

다양한 KVM 기능

• Auto Live Select

• Auto Active Select

• Non Active PC Lock

• Only Keyboard & Mouse

Only Keyboard & Mouse

• 기능 : 듀얼 모니터 사용자의 경우 업무 PC 및 인터넷 PC를 동시에 확인 하면서 키보드 &
마우스만 전환하는 기능

• 차이점 : 싱글 모니터 스위칭 기능의 경우 화면 전환 시 업무망은 듀얼로 변경되어 인터넷망
모니터 확인 불가 (대민 업무 및 인터넷 상담 사용자 편리 기능)

2. KVM 기술 및 기능

업무망 인터넷망 업무망

전환

기보드 & 마우스만전환

인터넷망



1. 회사소개

2. KVM 기술 및 기능

3. 제품 기술력

4. 사업관리

5. 구축사례



손쉬운 업그레이드 3. 제품 기술력

구 분 내용

손쉬운 업그레이드 • 착탈 방식의 Memory, Storage 장착 구조

Memory 확장성 • RAM 2 Slot : 최대 16GB 확장 가능

Memory 확장 Slot 손쉬운 탈착식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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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방열 기능 채택 3. 제품 기술력

구 분 내용

최적의 Fan 채택 • 스마트 작동 방식의 PWM 기술 적용. 일본산 고가 Fan 탑재

• PWM(Pulse With Modulation) 기술적용
※ PWM 기술이란 : CPU 온도에 따라 RPM을 조절하여 소음 및 팬의 수명연장 최적화 기술

• PWM 기술 구현 원리
- 온도에 따라 변경 되는 입력신호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값의 변화에 따라
RPM이 증감하게 설계하여 팬의 회전수를 변경하는 원리

• PWM 4선 구조
- 2선 : 연속 작동
- 3선 : 온/오프 가능
- 4선 : PWM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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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친화적 방열 기술 적용 3. 제품 기술력

구 분 내용

고효율 방열 기술 • 대류현상을 활용한 단방향 Blow 방식 구현 (노트북 Cooling)

외부 냉각 공기 유입

대류현상 발생 Cool → Hot

단방향 Fan (Blow 방식)

방열판 열 발생

방열 진행

• 제주 **백화점 DID 적용 사례 (무장애)
- 형태 : 벽면 매립형, 외부공기 무환기 밀폐
환경, 일일 평균 10시간 이상 연속 작동

- 설치일 : 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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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판 타공을 통한
방열 기능 강화



검증된 기술력 3. 제품 기술력

구 분 내용

고효율 방열 기술 • 대류현상을 활용한 단방향 Blow 방식 구현 (노트북 Cooling)

• 현장에서 입증 된 방열 및 내구성
• 행사명 : 나주 ‘한전 빛가람’ 행사
• 일시 : 2005.05.28~29 
• 장소 : 나주 한전 옥외 부스
• 환경 : 

- 9시간 이상 제품 직사광선 노출
- 무중단 동영상 및 PPT 연속 실행 이상 무

• 실외 평균기온 : 31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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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제품의 안정성 • CJv 파워캐스트 (CJ 컨텐츠 공급 계열사) 자체 Test 결과표

제품의 안정성 3. 제품 기술력



다양한 화면 Hot Key 전환 기능 제공 3. 제품 기술력

Tetra-DM 본체
화면전환 Button

키보드
우측 Alt Key 2회 터치

마우스
휠 2회 터치

- 31 -



인터페이스 3. 제품 기술력

• 체적량 1.2L의 Compact 한 Size 및 Simple한 디자인
• 이동이 편리한 Mini PC

• 고객 Needs에 맞는 로고 및 이미지 교체 가능

• 고품질의 무광택 표면 디자인
• 고객 Needs에 맞는 제품 색상 선택 가능

※ 사전 협의 요망

• 관리 및 제품 안전을 위한 Stan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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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3. 제품 기술력

전면

전원 스위치 및 전원 표시등

1

2

3

4

5

6

업무망 표시등

인터넷망 표시등

망전환 스위치

전면 스피커 포트

전면 USB 3.0 포트

후면

1

2

3

4

5

6

7

9

8

1 전원 포트

2 D-SUB OUT(모니터 출력)

3 KVM 통합케이블 커넥터

4 HDMI IN(업무망 영상 입력)

5 KVM전용(키보드, 마우스 포트)

7 LAN 포트

8 스피커 포트

9 마이크 포트

1

2

3

4

5

6 6 HDMI OUT(모니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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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3. 제품 기술력

고객사 Identity - BIOS Booting Screen 화면

고객사 Identity – 제품 상판 로고

• 부팅 시 고객사 로고 및
공지문구 등록 가능

• 상판 고객사 로고 삽입 및
공지문구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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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3. 제품 기술력

▶ 등록제품
- Tetra-D(1037) : 물품식별번호 22876081
- Tetra-M(i3) :    물품식별번호 22876083
- Tetra-M(i5) : 물품식별번호 22876084
- Tetra-DM :      등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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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기술력

4. 사업관리

5. 구축사례



유지보수 방안 4. 사업 관리

SVC지원센터
-강원-

SVC지원센터
-대구/경북-

SVC지원센터
-부산/울산/경남-

SVC지원센터
-제주-

SVC지원센터
-강남/강북-

SVC지원센터
-경기북부/남부/

인천-

SVC지원센터
-대전/충북/충남-

SVC지원센터
-광주/전북/전남-

•강원(7개)

•대구(2개)
•경북(7개)

•부산(4개)
•경남(7개)
•울산(3개)

•제주(2개)

•서울(11개)

•경기(23개)
•인천(5개)

•대전(3개)
•충북(7개)
•충남(9개)

•광주(2개)
•전남(9개)
•전북(5개)

전국 100여 개 서비스 센터 및 전국 50여 개 AS 협력점
(LCD 모니터, PC, Net-Work 관련 전문 기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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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구 방안 4. 사업 관리

유지보수조직

전국 100여개지역센터운영

유지보수차량운영

예비장비활용 (2%)

납품장비에대한보증

기술지원지원체계

1단계:헬프데스크

 일반 문의(기술적, 업무적) 

응대

 유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순장애 처리

 유선처리 불가능한 장애는

신속하게 유지보수요원에게

이관

2단계:유지보수지원

유선으로 처리 못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장애처리

즉시 현장으로 출동

에러 원인별 처리

3단계:예비장비활용

장애발생시 1차 예비장비로

1:1 대체 후 장애처리

1:1 처리 후 기존 장비

RMA처리

선조치 장비 수량 재 입고

4단계:기술지원

2가지 이상의 복합장애 발생

또는 업무 전체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 발생 시

제조사에 의한 장애처리

단계별장애복구수행절차

장애복구

장애대책수립

결과기록

장애감지

통보

기록

소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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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일정 4. 사업 관리

단계 업무내용 M M+1 M+2

업무분석 사용자 환경 및 요구사항 분석

추진팀 구성 제안사, 제조사, 협력사 TF 구성

제품 생산 제품 양산 및 조립

성능 및 검사 전수 검사를 통한 무결점 완제품

배송 및 제품 설치 배송 TF 일정 계획 및 추진

제품설치 완료 단계별, 지역별 설치 진행

검수
검수 완료 보고서 제출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 39 -



1. 회사소개

2. KVM 기술 및 기능

3. 제품 기술력

4. 사업관리

5. 구축사례



Tetra-M/D/DM 구축 사례 5. 구축사례

공공기관 금융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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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주한영국대사관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Tetra-EPS/G/VM 구축 사례 5. 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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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EC사와 MOU 계약체결

한국NEC사(대표:오바나 에이지)와 차세대 저전력 에코 솔루션

사업 개척 공동 수행 MOU 계약 체결

2014 한국전자전 참가

• 일시 : 2014년 10월 14~17일

• 장소 : 일산 킨텍스

인프론티브 대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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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CT INNOVATION 대상 미래창조부 장관상 수상

인프론티브 대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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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본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길 52 삼환디지털벤처타워 201호

연구소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60번길 11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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