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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다수의 PC 본체를 하나의 Rack에 장착하여,
에너지 절감, 편리한 관리 환경, 쾌적한 사무실 환경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PC 시스템”

에너지 전력 절감 年 35%

• Smart Power module Control(SPC)을
탑재하여 최적의 전력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35% 이상 전력효율 향상

편리한 관리 환경 제공

• PC본체 Rack 집중화에 따라 편리한 유지
보수, 도난 분실 위험 최소화

• 관리 솔루션을 통해 전체 PC 관리 가능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

• PC 본체의 미세먼지/발열/기타 유해 물질
노출 차단, 사용자 업무 공간 활용도 향상

EPS (전원공급장치)

Cell PC
(사용자 단말기)Blade  PC

2. 제품 소개 Tetra-G



• 제조사

“Blade PC본체는 표준Rack에 실장하여 전산실 또는 별도공간에 위치하여

통합관리를 하게 되며 사용자측에는 사용자 단말기(Cell PC) 놓아

키보드 모니터를 연결 ”

표준 Rack

높이:2m

실장수:60대

EPS (전원공급장치)

UTP
케이블
연결

스피커

모니터
TETRA-G 시스템

전원
공급

키보드/마우스

Cell PC

Blade PC

2. 제품 소개 - 제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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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Power Saving System

플래티늄급의 고효율 파워팩

(power supply) 3개를 사용하여 PC 

부하에 따라 파워 on-off를 정밀제

어하여 최적의 전력효율을 가능하

게 하는 핵심기술이 반영된 DC 전

원공급 장치 입니다. 기존 데스크

탑 PC 대비 약 35% 이상의 전력절

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Blade Type PC – 업무용, 사무용
Cell PC, TX 종류에 따라 듀얼 모니터 사용 가능.
표준 Rack에 60대 실장 가능

3.5”, 2.5” HDD 및 SSD 장착 가능 / i3, i5, i7 CPU 사용 가능 / 메
인보드-Micro ATX, Mini-iTX

Rack Type PC – 그래픽용, 게임용
1대의 본체에 2 user PC내장 됨
ATX계열의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사용 가능. 
표준 Rack에 40대 실장이 가능

메인보드 교체가 쉽게 설계되어 Upgrade 용이

Cell PC는 사용자 단말기로서 모니터, 키보
드, 마우스에 연결되며 UTP 케이블로 PC 
본체와 통신한다.

- 내부 문서 유출 방지 USB 보안 기능
- 해상도 1920 x 1080 HD급, DVI 커넥터 사용
- 인터넷 전화 사용 가능

EPS(전원공급장치)PC 사양 – 사무용 / 그래픽용

Cell PC(사용자 단말기)

소비전력 절감으로 최고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개선, 물리적 망분리, USB보안,
운영의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2. 제품 소개 - 제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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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성 : EPS(전원공급장치) / Blade PC / Cell PC(사용자 단말기)”

구 분 제품 구성 세부 사양

기본 구성

EPS(전원공급장치)

EPS 1206

정격 입력 AC 90~260 V, Line당 4.2A

정격 출력 2.7Kw (900W x 3)

출력포트 DC 12V, 34A x 6포트

동작 온도 0~50C

동작 습도 5% ~ 95% RH

Blade PC

(or Rack type PC)

CPU I3, i5, i7

RAM(2G or 4G)

VGA(On-Board)

HDD(500G) or SSD(120G)

Cell PC(사용자 단말기)

(싱글 모니터용 / 듀얼 모니터용)

입력 전원 DC 5V, 3A

DVI/ HDMI Ful HD 해상도(1920 X 1080)

모니터 : HDMI 포트

키보드 마우스 오디오 : USB 2.0

선택 사양 표준 Rack / OS (Window7) /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상기 사양은 고객은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제품 소개 – 주요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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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의왕시 내손도서관 인천 OOPC방

2. 제품 소개 – 적용분야 및 사용현황

구축 예정

일본 NHNPlayArt 우리은행



• 제조사

3. 제품 개발 배경

- 기존 제품의 낮은 전력절감율 23%(출처-다자(멀티)PC 국방분야 도입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 p114, 2011.11.)

- 신청제품의 절감율 목표 35%

기존 제품의 낮은 전력절감율

- 전원공급장치의 특성상 안정성 및 신뢰성이 필수

- 1개의 Power 장애 시 다른 Power 자동 ON (유사 시 전원공급 가능)

- 제품 작동 중에도 Power 교체 필요(Power Module Hot Swap 기능)

전력공급장치의 안정성 보강기능 필요

- 금융기관 내부정보 유출 방지 (USB 보안 기능)

- 랙 PC와 Cell PC 장거리 지원 기능 (고객 요구 사항)

기능 개선 필요



• 제조사

 2012.07 기준으로 국내 데이터센터는 총 111개
 IDC센터의 수요는 연평균 30% 이상 증가 :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 및 디지털 콘텐츠와

데이터(빅데이터 시장)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전기요금 30% 이상 인상 (총 5회 인상)

 향후 지속적인 전기요금인상 예상 (국내 전기요금은 일본의 1/3 수준) 

세계 IT 전력 소비량 전망 국내 IDC 센터 전력사용 추이

세계 IT 제품의 전력소비량은 2007년에서
2025년까지 5배 수준으로 증가 전망
(Deutsche Bank, 2008)

국내 IDC센터 2006~2010까지 전력사용은 평균
76% 상면면적은 평균 26%로 급격한 증가 추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2011)

 Tetra-EPS는 서버가 집적된 방송, 의료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편의상 IDC센터 산업에 대해 분석함

(출처:Deutsche Bank, 2008)

3. 제품 개발 배경 - 시장성



• 제조사

타겟시장  공공, 기업용의 15%를 그린컴퓨팅

• 타겟시장 26만대 약 2600억 시장
(공공시장 기업시장 합계 177만대의 15%, 대당

가격 100만원 가정 ) 

* TETRA-G 시장의 성격
- 저전력 환경 친화적 제품 수요 증가
- 공공 금융시장 보안 기대치 상향(완벽보안 필요성)
- 데스크탑PC 의 대체시장
- 기타 : 빅데이타 분석 서버, 렌더팜 대체 수요

출처 : 
한국IDC 2012.6,7

데스크탑PC 용도별 점유율 (2012년 1분기)

국내 Desktop PC 연간 350만대 규모

업계에서는 PC는 이제 폭발적인 수요를 기대하기보다

기본적인 교체 수요를 기대, 판매량보다 수익성 강화

에 초점, 새로운 아이템 발굴이 최대 과제

친환경 그린 IT 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선회

3. 제품 개발 배경 - 시장규모(국내)



• 제조사

3. 제품 개발 배경 – 시장규모(해외)

렌더팜 시장
(5억 목표)

 영화 및 애니메이션 렌더링 시장 (2014년 납품실적 50대.)
11

 당사 제품은 HP, IBM 등 고가의 서버 렌더팜 제품에 비해 PC 의 병렬연산
처리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이 강점.

빅데이터
분석서버

시장
(3억 목표)

 국내 빅데이터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시장은 2012년 210억원
에서 2017년 770억원으로 연평균 30.4% 성장할 전망이다.
(KISTI 2013)
1

 HP, IBM 등 고가의 외산 서버 제품에 비해 당사 제품은 PC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기존제품의 10~20% 비용으로 제공 강점.

해외 데스크
탑 PC시장
(5억 목표)

 전세계 데스크탑 PC 시장
(약 1.3억대 출처 IDC 2014.)

 일본 업무용 PC 시장
(약 800만대. 출처 IDC재팬 홈페이
지(www.idcjapan.co.jp) 2011)

 일본 NHNPlayArt 납품
(2014년)

http://www.idcjapan.co.jp/


• 제조사

개별
PC

PSU
효율
영역

EPS Control Board

TETRA-G의
효율 영역

 컴퓨터 PC에 사용하는 PSU는 일반적으로 부하가 50% 부근에서 최대 효율

 대부분의 개별 PC는 10~20%에서 이용되고 있어 저효율 운영을 하고 있음

 개별 PC의 PSU를 중앙집중화하여 최대효율을 항상 유지하도록 Smart Control 

핵심기술 – Smart Power module Control(SPC 지능형 전력제어) 기술

4. 제품의 기술성 – 핵심기술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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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내부사용자 정보유출의 위험성 증가

 S/W 솔루션의 한계  OS상에서의 제어가 아닌 Cell PC(사용자 단말기) 내의 Chip 상의

Firmware 프로그래밍으로 원천적으로 정보유출 차단

핵심기술 – USB 보안 기술

 외부 USB 장치 식별 – 키보드

마우스는 인식하며, USB 저장

장치는 인식 못하게 함으로써

내부유출 방지

 제어 방식 - 모든 USB 장치가 갖는

고유 ID값을 (USB 클래스 GUID)을

식별하여 인식함(Cell PC(사용자

단말기) 내의 Chip 상의 Firmware

프로그래밍으로 제어)

특허등록

랙PC 종단장치(Cell PC)

4. 제품의 기술성 –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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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랙 PC와 Cell PC(랙PC 종단장치) 연결은 UTP 케이블로 거리제한이 150미터이므로, 그

이상의 거리는 스위칭 허브로 연결하여 통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랙 PC와 Cell PC에 각 IP를 할당하여 1:1 매칭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며 RX-TX에

딥스위치 방식을 적용하여 해결함. (운영서버 방식은 높은 비용이 소요됨)

핵심기술 – 장거리 전송 기술

사용자(Cell PC) 랙 PC

(운영서버제외)

4. 제품의 기술성 –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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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 전원공급 기술 : ON 상태인 Power module 중 1대를 OFF시켜면 나머지 OFF 중인

Power module 이 자동으로 ON 되는 기능

 Hot swap 기술 : 제품 작동중에 ON 상태인 Power module 중 임의의 1대를 교체(탈착)     

하여도 제품 작동에 문제 없음

핵심기술 – 유사시 전원공급 기술 / Power module Hot swap 기술

3 X 920W 또는 3 X 1280W 파워모듈
Hot plug, Failover 지원

AC 입력 AC 입력AC 입력10포트 DC 출력
포트당 12V / 30A

EPS 전면

EPS 후면

전면 LED: 환경정보. 출력 전류/전압 표시

EPS 동작 상태 표시

EPS Mode (Auto / Manual) 

Alarm

네트워크 통신

4. 제품의 기술성 –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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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의 기술성 - 시험성적서

구 분 시험방법

시험
방법

2대의 PC(표본 A, B, 각 9대)를 5일(120시간)간 누적
소비전력을 측정하여 전력평균치의 절감율을 측정

시험
결과

전력절감율은 43.2%
예상 목표치(35%)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옴

결과
분석

- TDP(열 설계전력) 18W 차이 → CPU 50% Load 시
9W 차이 (TDP : 95W(i5-2500), 77W(i5-3470))

- 5일간 측정된 평균소비전력
표본A(613.9W) 표본B(348.3W) → 43.2%

- 표본A 소비전력 보정하여(532.9w=613.9w-9*9w)
표본A(532.9W) 표본B(348.3W) → 34.6%

시험
조건

- 부하 : CPU 50% Load
- 표본 A : Intel i5-2500 CPU 3.3GHz 메모리

4G, HDD 500G (LG 데스크탑 PC)
- 표본 B : Intel i5-3470 CPU 3.2GHz 메모리

4G, HDD 500G (신청제품 블레이드 PC)
* 절감율 계산방법 = (표본 A 소비전력 -

표본 B 소비전력)/표본 A 소비전력 * 100%

 시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시험성적서 – 전력절감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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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 USB 보안기능 외 시험

시험 항목 시험방법
시험
결과

USB 보안기능
키보드 마우스-인식
USB 저장장치 - 인식 못함

만족

장거리
전송지원

랙 PC와 Cell PC에 각 IP를
할당하여 1:1 통신 되는지
확인

만족

유사시 전원
공급 기능

Power module 1대를 OFF
시켜면 나머지 1대가 자동
으로 ON 되는지 확인

만족

Power module 
Hot swap

기능

제품 작동 중에 Power 
module 1대를 교체(탈착)
하여도 문제 없는지 확인

만족

 시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4. 제품의 기술성 - 시험성적서



• 제조사

시험성적서 – 환경시험(EPS 전원공급장치)

시험 항목 시험방법
시험
결과

입력전류
100% 부하(2.7kw)에서 입력
전압(90~260V) 가변시 입력
전류 측정(3.5A~10.4A)

만족

출력전력
100% 부하(2.7kw)에서 출력
전력 측정

만족

온도시험 -10℃~ +40℃, 48h 인가 만족

습도시험 30℃, 95% RH, 48h 인가 만족

 시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4. 제품의 기술성 -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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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쟁사 제품(K 사) 당사 제품

①전력 절감율

전력 절감율 20% 중반대
(노트북 메인보드 사용 시 40% 절감율이나
노트북 부품 사용으로 인한 절감)
별도의 전원공급장치 없음

전력 절감율 35% 이상( 절감율 큰 폭 향상)
지능형 전력제어(SPC)) 기술을 통해 전력을

정밀제어하여 전력 절감율 향상
(특허 제 10-1298006호)

별도의 전원공급장치(EPS) 있음

② 유사시
전원공급 기능

없음
있음 (Power module이 장애 등으로 작동
정지했을 경우 여분의 Power module이 자동으로
ON이 되어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

③ 파워팩
Hot Swap 기능

없음
있음 (파워팩 Hot Swap 가능하므로 PC 사용 중에
도 (전원공급 중단 없이) 고장난 파워팩 교체 가능

④ 성능
성능 낮음(노트북 메인보드 사용, CPU 
성능, HDD 데이터 전송속도 등 데스크탑
메인보드와 비교하여 낮음)

성능 높음 (데스크탑 메인보드 사용, 랙 마운트
컴퓨팅 장치 특허 10-1405501 호)

⑤ USB 보안 없음
있음 (USB 저장장치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Firmware 프로그래밍, 특허 출원 중)

⑥ 장거리
전송 지원

별도의 운영서버에서 랙PC와 Cell PC에
IP를 할당하여 통신하지만 운영서버 구축
비용이 높은 단점

딥스위치 방식 – 랙PC와 Cell PC에(RX-TX) 
딥스위치를 장착하여 IP를 할당하고 전송거리를
1~2Km 이상 확장 가능

4. 제품의 기술성 –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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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전력 35%
- 발열 감소에 따른 냉방 전력 절감 효과 (약 20% 이상)

전력절감효과

5. 기대효과 - 기술적 효과

- Platinum급 Power 사용으로 PC 부품 수명 연장
- 안정적인 DC 전원 공급

PC 부품
수명연장

- 서버 EPS(전원공급장치) 기술 개발에 기여
- 서버 EPS(전원공급장치) 초기 모델 개발 완료

전원공급장치
파생 기술

- 유사시 전원공급 기능, Hot Swap 기능
- 전원공급장치의 안정성 기술 확보

안정적
전원공급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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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 소비전력 35% 감소 + 냉방비용 감소
- 냉방 비용 포함 21% 비용 감소 (출처- 다자(멀티)PC 

국방분야 도입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 p114, 2011.11.)

전기료 및
냉각비용 감소

- 블레이드 PC 제작 시 고객의 기존 PC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 가능
- 자원 재활용 및 원가 절감 효과

기존 PC 부품
재활용

- 4년 후 업그레이드(교체) 시 CPU, RAM, HDD 만 교체 가능
- 신규 교체 비용의 50% 비용으로 가능

업그레이드
비용 절감

- PC 본체의 중앙집중화로 책상 공간 활용도 증가
- 사무실 발열 감소로 쾌적한 사무 환경 조성

쾌적한
업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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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 기술개발 비전

서버용 전원공급장치(EPS) 개발

- DC 서버 시장 확대

(일본 NEC – 전략적 제휴,

- 미국 DELL – 3월 미국 본사와

2차 미팅)

Wireless 원격 클러스터 컴퓨터 개발

- 무선 WiFi 기술 발전

- 복잡한 유선 케이블링 해결

정부정책(에너지 절감)에
부응하는 그린IT제품 개발

Big Data 서버 및
Render Farm 서버 시장개척

- 수입 대체 효과 (외산 서버 대체)

- Big Data 시장 확대

- 그린 컴퓨팅 시장 확대

-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30% 인상

원격 클러스터
컴퓨터 시스템
(지능형 전원

공급장치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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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