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TRA
The Ideal System Solution

차세대 IT 네트워크 솔루션,

세상의 이상을 실현하다.

TETRA Series
The Ideal System Solution



소비전력 절감으로 최고의 경제적 효과를 누리세요
고효율의 DC전원을 사용하여 기존 AC 전원 기준 최대 30% 전력효율 상승

TETRA-EPS

PC에서 사용하던 저효율의 AC to DC 전원공급체계(Power Supply Unit)를 고효율의 통합 DC(12V)로 각 PC에 공급

하여 기존 PC 대비약 35%의 소비전력 절감 효과와 열원의 차단 등 환경개선으로 냉방기기의 사용을 억제하여 추가적

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인 다량의 파워모듈의 문제점을 깔끔히 해결한 고효율 중앙전원 공급장치

로 (주)인프론티브의 핵심 기술입니다. (서버용 : 15~25%, 그래픽/게임용 : 30~40% 절감)

TETRA-EPS

AC 입력 전원을 이중화하여 한쪽의 AC가 차단되어도 EPS에 연결된
컴퓨팅 장치에 원활한 전력을 유지하는 기술. 

EPS에 연결된 컴퓨팅 장치의 요구 전력량에 따라 PSU를 자동으로
ON/OFF 시켜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 

EPS 내부 최적의 온/습도를 유지하는 기술. 

출력 전압을 측정하여 장착된 PSU의 AC to DC 최대 효율을
유지하는 기술. 

EPS에 연결된 컴퓨팅 장치에 전기적 장애가 발생 할 경우
해당 포트만 전력을 차단하는 기술. 

품목 상세

Mount방식 Rack Mount

정격입력전압 및 전류 AC90~264V, 47~63Hz

정격출력 2.7kw (900w X 3)

출력포트 DC 12V / 3A - 10 Port - 10대 연결

효율 94% Typical@95% Load, 220V

환경조건 동작온도 : 0~50℃ / 동작 습도 : 5%~95% RH

제품 용도 블레이드용 12V 10 Port (사무용)

제품 설명
    1U 고효율 중앙 전원공급장치
    컴퓨터 전원 이중화 지원

품목 상세

Mount방식 Rack Mount

정격입력전압 및 전류 AC90~264V, 47~63Hz

정격출력 7.2kw (900w X 8)

출력포트 DC 12V / 3A - 42 Port - 42대 연결

효율 94% Typical@95% Load, 220V

환경조건 동작온도 : 0~50℃ / 동작 습도 : 5%~95% RH

제품 용도 서버용 12V 42 Port (PC방, 사무용)

제품 설명

    3U 고효율 중앙 전원공급장치 
    전원 이중화 지원
    주변 온도, 습도 모니터링 지원
    전원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

TETRA-EPS-1210 Specifications

TETRA-EPS-1210

TETRA-EPS-1242
TETRA-EPS-1242 Specifications

특허기술

전기료 감소

고효율의 DC 전원을 사용함으로 전력 
및 냉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AC 전원공급 장치를 사용할 때 
보다 약 30% 전기 사용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 효율 
40% 이상 상승 효과)

획기적인 전원 공급

전원공급팩 (Power Supply) 착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Hotplug 기능이
있어 장애 시 전원공급 중단 없이 전원 
공급팩 교체가 가능합니다.

탄소 배출권

전력 절감 및 랙 면적 감소에 따른
에너지 절감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에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서버 전기료 15%~30% 절감

랙 내부 온/습도 모니터링

기존 IDC 전력 변환 없이 설치 가능

IDC 냉각비용 15%~30% 절감

랙 전원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기존 랙, 서버 100% 호환

서버 전원 이중화 제공

(주)인프론티브는

TETRA-EPS IDC Rack DC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특허를 받은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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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Product Road Map

Tetra-G, Tetra-EPS 적용분야

Tetra Series

유아 및 초,중등 교육시설/학원
  - 편리한 PC관리 및 전기요금 절감

인터넷 카페 (PC방)
  -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인 공간활용으로 이용자 증가

생산현장
  - 본체와 모니터를 구분 관리하여 복잡한 현장환경 개선

의료기관
  - Rack을 외부에 배치하여 저소음, 저발열, 저전자파 환경 구축 가능

정부기관 및 기업
  - 하드웨어를 한 곳에서 관리하여 자산관리, 물리적 보안 및 유지보수 예산 절감

콜센터
  - 냉방비용 절감 및 쾌적한 근무 환경

2014년 12월

Tetra-DM :
Dual Monitor지원
망분리Mini PC

2015년 Q1

Tetra-MDM :
KVM 내장된
Dual Mini PC

2015년 Q1

Tetra-AIO
All in One
착탈식Mini PC

Tetra-D
물리적 망분리 MiniPC의 새로운 패러다임

Tetra-M
작지만 PC의 성능 그대로 Mini PC

Tetra-KVM :
KVM망전환 장치 단독 출시

2014년 12월

TETRA-M 제품에 KVM 스위치가 내장된 일체형 망분리 
미니 PC로써 물리적 망분리시 설치구축이 편리하고 깔끔
한 케이블 정리로  업무환경이 쾌적하며, 해커의 직접적인 
접근 차단으로 매우 높은 보안성을 가지는 제품입니다.

국내 기술로 생산된 최초의 미니PC의 명칭이며, 작고 
튼튼하며 저발열, 저소음으로 쾌적한 업무공간을
연출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Windows Embedded가 설치된 TETRA는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디바이스 제조업체들이 

차별화된 동급 최고의 제품을 만들도록 하여 

뛰어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TETRA에 VMware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탑 

가상화인 View를 사용하면  유지관리 비용이 

현격히 줄어들게 되며, 데이터의 중앙화로 

인한 정보 보안을 쉽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TETRA에 설치된 여러 OS버전에 맞는 접속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최초로 한번만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서버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