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용은 Very Easy, 성능은 Very Strong

초소형 망분리 Mini Desktop PCTetra-KMDT

데스크탑 미니PC의

한계를 뛰어 넘다!

국내 최초 물리적 망분리 PC Tetra–DM, 파워 유저를 위한 Tetra–KMDT(KVM 내장 미니 Desktop), 고성능 미니 PC Tetra–MDT

(미니 ITX 자체설계), 외장형 Tetra-KVM, 원격클러스터 컴퓨터 Tetra–G, 고성능 서버전력절감장치 Tetra -EPS와 같은 그린 IT

제품을 개발, 제조하여 국내외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과 차별화를 통한 세계속의 ㈜인프론티브가 되겠습니다.

www.gotetra.com



Tetra-KMDT 부분 명칭 Tetra-KMDT Specifications

Tetra-KMDT 제품 특징

KVM 스위치 일체형으로 통합 케이블 방식의 심플한 구성

쉽고 편리한 망전환 (제품본체 망전환 버튼, 키보드 및 마우스휠)

자체기술로 개발한 MINI ITX 보드 및 KVM (내장형)

PSU 내장형 미니 ITX 보드 사용

저전력 CPU 및 초강력 특수 쿨러

업무망+업무망, 인터넷망+인터넷망, 업무망+인터넷망

DVI, RGB, DP 동시 사용 가능

무선 Wifi 모듈 장착 가능

2.5 SATA SSD 외, mSATA, m2 SSD 장착 가능

전용 케이블로 업무PC와 손쉽게 연결 (영상, 음성, 마이크 일체형)

충분한 IO 포트 보유 (8Port 지원)

업무용&인터넷용 PC 및 노트북과 최적화 사용

잠금 장치 (Key Lock Hole) 적용

손쉬운 메모리 확장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

Tetra-KMDT

Dream is True!!!
혁신과 차별화 Mini Desktop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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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전환 스위치

현재 망 표시 LED

전원 스위치

전면 스피커 포트

USB 3.0 포트

Key Lock Hole

MIC 포트

후면 스피커 포트

LAN 포트

HDMI OUT 포트

키보드 포트

마우스 포트

HDMI IN 포트

VGA+USB IN 포트

Display 포트

VGA OUT

D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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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성능의 초소형 망분리 미니 데스크탑 PC

중앙부처, 공공기관, 군부대 등 보안을 요하는 기관

및 기업 업무용으로 최적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해킹과 내부정보

유출 원천 차단

본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25(서울숲한라에코밸리) 704호

Tel. 02.2202.0503     Fax. 02.716.3313    www.inpront.com

Lab Center 주소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13-10 3층

SSD, HDD, 메모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옵션 사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니 데스크탑 PC인 Tetra-MDT 제품에 KVM 스위치가 내장된 일체형 망분리 미니 데스크탑 PC

로서 물리적 망 분리 설치 시 구축이 편리하고, 통합 케이블 방식으로 업무환경이 쾌적하여 해커

의 직접적인 접근 차단으로 매우 높은 보안성을 가지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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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처리장치 Intel®Celeron, Pentium, i3, i5, i7

주기억장치 DDR4, 2port 최대메모리 32GB 확장 가능

메인보드 Mini ITX

저장장치 2 Slot (Sata3 * 1, m.2 * 1)

비디오 Intel® 내장형 HD Graphics 530

해상도 Ultra HD (3840*2160)

인터페이스

- HDMI*2 / Display*1 / RGB*1

- 전면 USB 3.0*2

- Sound & Microphone

인터넷 10/100/1000Mbps ( Giga Lan )

어뎁터 72W Power Adapter (12V, 6A)

운영체제 Windows 10 Professional OEM

기타
- 도난 및 분실 방지 Key Lock Hole 적용

- 복구 솔루션 제공

제품 인증
방송통신기기인증, 대기전력절감인증, 친환경인증,

녹색기술제품인증 보유

KVM 스위치

- 콘솔연결 : HDMI, D-Sub방식

- 망전환 : 본체 버튼, 키보드(Hot Key 적용),

- 망전환 : 마우스(휠 더블 클릭)

- 케이블 : HDMI, RGB 지원

- 망 전화 속도 : 2~2.5초

옵션 케이블 HDMI TO HDMI(DVI) , HDMI TO Display

정보보안강화
물리적으로 업무망과 인터
넷망을 분리하여 매우 높은 
보안성을 가집니다.

동일 성능의 KVM 외장형
제품 대비 30%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듀얼모니터 지원, 고해상도
그래픽 출력(4K), 윈도우 업
데이트 방식의 KVM펌웨어.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적인 성격을 갖는
IT 기기 입니다.

도입비용절감 차별화된 기능 그린IT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