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TRA
The Ideal System Solution

차세대 IT 네트워크 솔루션,

세상의 이상을 실현하다.

TETRA Series
The Ideal System Solution



TETRA-G 차세대 IT 네트워크 솔루션
소비전력 절감으로 최고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개선, USB보안, 운영의 편리성을 동시에...

TETRA-G

전원공급장치(TETRA-EPS), PC본체(Blade형 PC), 사용자단말기(Cell Tec)로 구성되며, 고효율 전원공급장치

(TETRA-EPS)로 기존 대비 약 35%(서버용 : 15~25%, 그래픽/게임용 : 30~40%)의 전력절감효과와 사용자 

단말기와 PC 랙 본체가 분리되어 있어 사무실 소음, 발열 감소 및 공간활용도를 높이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Video, Audio, Data 등 사용자가 필요로하는
다양한 I/O Interface 지원 

Office 및 응용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기업에 적합 

1080p의 Video 해상도 지원 

4개의 USB Interface를 통하여 Keyboard, 
Mouse, ODD, Memory device 등 접속 

소비전력 절감으로 최고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개선, 

물리적 망분리, USB보안, 운영의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Monitor, Audio, Keyboard, Mouse, Cel TEC, Blade PC Rack Monitor, Audio, Keyboard, Mouse, Cel TEC, Blade PC Rack Monitor, Audio, Keyboard, Mouse, Cel TEC, Desktop PC

고성능의 Video Game 이나 고해상의
Graphic 작업 가능 

3D Graphic이나 CAD/CAM 사용시 1080p 지원 

Video 지연시간 Zero 

기존의 컴퓨터 Graphic 작업과 동일한 품질 지원 

Dual Monitor를 직접 연결 

사용중인 데스크탑 PC를 그대로 사용 

내장형 TX를 데스크탑에 장착 

Video, Audio, Data 등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I/O Interface를 지원 

Office 및 응용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기업에 적합 

고화질 영상 작업 환경에 적합한 1080p 지원 

싱글 모니터 타입 듀얼 모니터 타입 데스크탑 인베디드 타입

전기요금이 대폭 절감 됩니다.

사업장내 PC에서 배출되는 열기가 없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GreenPC의 고효율 에너지절감 장치(EPS)로 PC당 소모 전력이 

대폭 절감 됩니다.

전용랙에 통합 구축하여 추가 공간 확보

각각의 테이블 및 다른 공간에 위치하던 PC를 전용랙에 통합 구축

하여 여러개의 PC 케이스와 Power 모듈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

용공간에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USB 포트만 존재하

여 효과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리적 망분리로 보안 수준이 올라갑니다.

본체 PC를 별도 공간에 집적화하여 관리하며 업무 공간에는 USB 

보안과 통합 시스템 관리까지 가능한 Cell PC를 사용합니다.

PC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리가 편리합니다.

PC가 별도의 시스템실에 존재하여 먼지의 축적이 미미하고, 부품 

교체가 편리하여 오류시 즉각 대응이 용이 합니다.

초기 구축비용이 타 브랜드 PC보다 조금 높은 편이나 업그레이드

시 50% 이상 비용이 절감 됩니다.

고성능 병렬형 연산처리 서버로 활용

집적화된 병열처리 고성능 서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렌더팜, 빅데이터용 데이터 처리서버 기능)

기존 pc 부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의 부품을 블레이드 PC 케이스에 그대로

조립하기 때문에 성능저하가 없으며 간편한 조작과 손쉬운 방식으

로 유지관리가 편리 합니다.

전기요금 절감 
연간 440만원 절감 - 한전 계약 전력 50Kw 기준, 
월별 요금 적용 변동치 감안
(60대 기준, 시범 사업장 1개월 운영결과)

이산화탄소 감소
일반 PC 60대 기준 연간 24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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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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