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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디자인, 깔끔하고 알찬 내부설계

Tetra Slim Tower PC

6세대 스카이레이크

Tetra-DS

• Tetra-DS

 빠른 속도와 강력한 성능의 Slim Tower Desktop PC

 원터치 오픈 케이스로 손쉬운 업그레이드

 자체 개발된 복구 프로그램 탑재

(공장초기화, 사용자 백업, 시스템 복구)

 친환경 사무기기



• Tetra-DS 부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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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

2. 스피커

3. USB 3.0 * 2

4. USB 2.0 * 2

5. 전원 버튼

6. 리셋 버튼

7. DVD Open/Close

8. 3.5” 베이

9. PS2 마우스

10. PS2 키보드

11. HDMI

12. COM 포트

13. DVI-D

14. D-SUB

15. USB 2.0 * 4

16. USB 3.0 * 2

17. LAN 포트

18. MIC IN

19. LINE IN

20. LINE OUT

21. AC 전원



• Tetra-DS 특징 및 제원

부분 명칭 내용

중앙처리장치 Intel®Celeron, Pentium, i3, i5, i7

주기억장치 DDR4, 2port 최대메모리 32GB 확장 가능

메인보드 M-ATX

칩셋 Intel® H110 Chipset

저장장치 SATA3 : 4Port (SSD, HDD, ODD 지원)

비디오 Intel® 내장형 HD Graphics 520

해상도
• HDMI : 4096 * 2160 24Hz
• DVI-D : 1920 * 1200 60Hz
• RGB : 1920 * 1200 60Hz

인터페이스
• 전면 USB 3.0*2 / USB 2.0*2
• 후면 USB 3.0*2, USB 2.0*4
• Sound & Microphone

인터넷 10/100/1000Mbps (Giga Lan)

파워 350W

키보드, 마우스 USB 방식 / PS2 방식 겸용

운영체제 Windows 10 Professional OEM

제품 인증
방송통신기기인증, 대기전력절감인증,
친환경인증, 녹색기술제품인증 보유

크기(mm) 높이:330, 폭:90, 깊이:390

•발열을 최소화한 전, 후면 타공 및 쿨링팬

•편리한 전면 I/O 접근성

•분해도구가 필요 없는 원터치 오픈 케이스

• 1년 A/S 보장

최신 6세대 인텔 프로세서 탑재

6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복잡한 다중
처리 작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합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느껴 보세요.

더욱 더 향상된 DDR4 메모리

DDR4 메모리를 탑재하여 높은 데이터
전송율과 대역폭을 지원하여 데이터 처리
를 빠르게 해 줍니다.

Windows 10 탑재

Windows 10은 최신 하드웨어의 모든
기능과 네트워크 등의 커넥션 및 시각적
으로 풍부한 환경을 지원합니다.



영상,음성,마이크통합으로간결한업무환경

적층구조방식으로직접디자인및설계로손쉬운
교체와2초내화면전환가능

세계최초KVM 펨웨어윈도우업데이트기능

두개의화면동시전환가능

Tetra-DM

Auto Live Select : PC 종료시자동으로화면전환
Auto Active Select : 동시부팅시먼저켜지는화면
나타남
Non Active PC Lock : 종료된PC로화면미전환
Only Keyboard & Mouse  :  업무PC와인터넷PC를
동시에확인

Tetra-M 손바닥 크기로 업무 공간 활용 극대화

저전력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까지

듀얼 디스플레이 지원으로 업무효율도 두배

Muitiple I/O 의 높은 효율성

원하는 부품을 손쉽게 탈부착 가능

실감나는 블루레이 고화질 영상

자체 보드설계 및 디자인

Tetra-KMDT

197mm(W) * 32mm(H) * 
152mm(D) 의슬림설계

KVM 스위치일체형망분리미니
데스크탑PC

기본M2 하드에2.5” SATA 를2개더
장착가능(국내최초)

망분리업계압도적1위
망분리미니데스크탑PC

세계에서제일작은사이즈의 ITX 
보드 자체개발사용

최고성능의슬림쿨러와세라믹
콘덴서(미국,일본제품)

스플릿기능을장착한KVM 스위칭
장치내장(특허)

Tetra-MDT

197mm(W) * 32mm(H) * 
152mm(D) 의슬림설계

조용하고낮은전력소비(35W)의
친환경절전형컴퓨터

기본M2 하드에2.5” SATA 를2개더
장착가능(국내최초)

USB 2.0 포트4개와USB3.0 포트
4개를지원(총8포트)

세계에서제일작은사이즈의 ITX 
보드 자체개발사용

최고성능의슬림쿨러와세라믹
콘덴서(미국,일본제품)

DDR-4 최대32GB 지원

• Tetra 제품 소개



Tetra-G

기존대비약35%의전력절감효과

PC 주요부품의손쉬운설치및재활용가능

단말기와본체분리로운영및유지보수용이

물리적망분리, USB보안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인증완료

Tetra-VSky

HCI 방식의가상화솔루션

하이퍼컨버지드방식의솔루션, 구축및
관리용이, 가격경쟁력

클라우드시장, 정부공공기관및방산,병원등
논리적망분리시장SMB Target

Vmware,  Citrix ,  틸론 등

Tetra-S Cloud

No Hard System 기반가상화기술로합리적
가격의가상화구축가능제품

Hard Disk 가상화원천기술특허보유로진입장벽
높음, 외산대비20~30% 저렴

망분리: SMB(중소기업) / 가상데스크탑시장: 
대학교컴퓨터실, 게임방등

VMWare, CTRIX, VERDE, 퓨전데이타, 소프트온넷
등

Tetra-KVM 디지털외장형KVM (2 & 4 Port)

망분리시장, 디지털미디어시장

망분리특화KVM 펌웨어기술, 
ATEN 디지털KVM 대비30% 
이상의가격경쟁력

디지털듀얼모니터지원

4K(Ultra HD-4096*2160) 지원

스플릿기능을장착한KVM 스위칭
장치내장(특허)

• Tetra 제품 소개



공공기관

금융권

• Tetra Series 구축 사례



방산업체

교육기관

일반기업

• Tetra Series 구축 사례



서울 11개 센터

인천 5개 센터
경기 23개 센터

강원 7개 센터

대전 3개 센터
충북 7개 센터 / 충남 9개 센터

대구 2개 센터
경북 7개 센터

광주 2개 센터
전남 9개 센터 / 전북 5개 센터

부산 4개 센터
경남 7개 센터 / 울산 3개 센터

제주 2개 센터

150여개전국망서비스실현!
서비스도역시! 인프론티브입니다.

☎인프론티브고객센터 : 1899-4709

• 전국 서비스 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

하이서울브랜드지정 KAE 스마트IT솔루션
보급 MOA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공장등록증 품질인증
(Q-Mark)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ISO 9001 ISO 14001

• 인증 현황



전원공급방법및 장치
(EPS)

랙마운트컴퓨팅장치 망분리형컴퓨터
시스템

정보유출을방지하는
컴퓨터시스템

하드디스크가상화
방식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스템

입출력 공유장치와
이를 포함하는망분
리형 컴퓨터 시스템

전원공급방법및 장치
(EPS - 일본특허)

스플릿 기능을구비한
KVM스위칭장치

(2Port)

스플릿 기능을구비한
KVM스위칭장치

(4Port)

전원공급방법및 장치
(EPS)

상표등록증 Tetra-D 상표등록증 Tetra-M 상표등록증 Tetra-G 상표등록증 Tetra

•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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