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서울브랜드
하이서울브랜드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지향적 기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한 서울산업진흥원
[SBA]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 서울시 소재 유망중소기업에 하이서울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하이서울브랜드
기업에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해줌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판로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자는 정부가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기술의 고도성, 품질의 우수성 및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시장성과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사업화 추진능력, 구매실효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우선구매추천 사업자로 선정합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EA)
에너지/환경관련 표준, 인증, 기술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능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제품 및 경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외 환경에너지 규제 종합지원기관으로
그린 IT 기술지원의 중심축입니다.

TETRA
The Ideal System Solution

국내생산 초소형 망분리 미니PC
초소형 미니PC 제조의 자존심 !

The Ideal Green IT Solution
TETRA DM



중앙처리장치 Intel CoreTM Cel 3205U 1.5GHz 이상

메인칩셋 인텔 HM76 이상

주기억장치 4GB이상 DDR3 SO-DIMM 이상

HDD SSD 64GB 이상 (SATA3 지원)

비디오 내장형 Intel HD Graphics 이상

해상도 1920 * 1080 이상 지원

사운드 16bit 이상

입출력 단자 USB 3.0 2개 이상/HDMI 1개 이상/Audio 1 잭 이상

유선통신장치 UTP 10/100/1000Mbps 이상

전원 220V

운영체제 Windows7 Professional 32bit(OEM)

제품보증기간 2년

MASTER작업 내장형 백업/복구 솔루션 탑재

KVM
스위치 기능

업무 PC 연계용 HDMI 1개 이상/USB 2.0 1개 이상/
키보드, 마우스 연결 USB 2.0 2개 이상

KVM
연결케이블

그래픽 포트 책 + USB 통합케이블/
HDMI, DVI, RGB 포트 지원 가능(변환 잭 미사용)
포트전환 스위치(H/W or S/W)

USB 
키보드, 마우스

내장 KVM 스위치와 호환 가능한 USB 키보드 및
마우스

TETRA-DM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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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원스위치

② 업무망 표시등

③ 인터넷망 표시등

④ 망전환 스위치

⑤ 전면 스피커 포트

⑥ 전면 USB 3.0 포트

⑦ 전원포트

⑧ D-SUB OUT(모니터 출력)

⑨ KVM 통합케이블 커넥터

⑩ HDMI IN(업무망 영상 입력)

⑪ KVM전용(키보드, 마우스 포트)

⑫ HDMI OUT(모니터 출력)

⑬ LAN 포트

⑭ 스피커 포트

⑮ 마이크 포트

    KVM스위치 일체형으로 깔끔한 선정리
    키보드 Alt Key 1초 2회 터치로 간편하게 망전환
    Tetra-DM 전용 케이블로 업무 PC와 손쉽게 연결
    (영상, 음성, 마이크 일체형 케이블)
    데스크탑 PC 및 노트북과 최적화 사용
    잠금장치 (Key Lock Hole)적용
    손쉬운 메모리 확장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

망전환

Tetra-D Tetra-D

Tetra-DM Tetra-DM

망전환

Tetra-D (Single Monitor Type)

Tetra-DM (Dual Monitor Type)

업무망

업무망

업무망

업무망

업무망 인터넷망

인터넷망인터넷망

▶

▶

한쪽 모니터만 변경

양쪽 모니터 변경

Tetra-DM

미니 PC TETRA-M 제품에 KVM 스위치가 내장된 일체형 망분리 미니 PC로서 물리적 망분리 시 설치구축이 편리하고 
깔끔한 케이블 정리로 업무환경이 쾌적하며, 해커의 직접적인 접근 차단으로 매우 높은 보안성을 가지는 제품입니다

Power User를 위한 Dual Monitor Type 망분리 미니PC

The Ideal Green IT Solution

INPRONTIV Co.,Ltd.

KVM 일체형 망분리 Mini PC Tetra-DM 부분 명칭

Tetra-D 와 DM 의 화면 전환

Tetra-DM + 데스크탑 PC (or 노트북)



컴퓨터 본체를 중앙집중식으로 처리해 본체 없는 컴퓨터(그린PC) 분야와 전력 낭비를 줄이고 
랙 단위 스마트 전원공급기술과 장치를 개발,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대한민국 ICT 
INNOVATION 대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14 대한민국 ICT INNOVATION 대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

시상일 : 2014년 12월 23일
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내용 :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ICT/SW) 산업 발전 및 SW 융합의 보급,
내용 : 확산에 기여한 단체나 유공자에 시상
수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수상

(주)인프론티브 : www.inpront.com    Tetra Series : www.gotetra.com
제조사 : 

본 카탈로그의 제품 소개는 제품 동향에 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소개된 내용은 향후 시장동향, 개발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 구입 시
영업 담당자를 통하여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색상은 인쇄과정으로 인해 실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에 실린 모든 정보를
불법으로 도용했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니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ISO 14001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망분리형 컴퓨터 시스템 IOS 9001랙 마운트 컴퓨팅 장치

벤처기업 확인서Hi-Seoul 브랜드기업 지정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KEA 스마트IT솔루션 보금 MOA 계약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확인서

전원공급방법 및 장치

(주)인프론티브 인증현황

Tetra Family Product

KDB산업은행, KODIT신용보증기금,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MG새마을금고, ING생명, SGI서울보증,
MG손해보험, 이크레더블, DGB금융그룹 유페이먼트, 동부저축은행, (주)아바비전, SOUND SOLUTION, ROMANSON

납품 및 납품 예정

총판사 : 
MDS테크놀로지(주) / 한규명 차장 / kyumyoung@mdstec.com / 010-6383-0844

2015년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선정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기업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지향적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그린IT 기술 보유기업 국내 최초, 유일의 KEA 인증마크 획득

Tetra-EPS
고효율 통합 DC로
기존 대비 약35%
소비전력 절감

Tetra-G
표준랙 기반 PC본체와
전원을 중앙집중형으로
구성한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