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탑PC 성능 그대로...
작지만 강력한 Mini PC

Tetra-M

국내 기술로 개발 및 생산된 최초의 Mini PC로 강력한 성능과 저발열, 저소음으로
업무에 탁월하며, 작고 튼튼하여 쾌적한 업무공간을 연출하는데 안성맞춤 입니다.
(저전력 1W~17W)

저소음, 저발열의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어디나 장착이 가능합니다.

제품특징
Ultra-thin Size로 넓은 업무공간 확보
미려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
저전력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까지 !
손쉬운 업그레이드와 강력한 성능
Multiple I/O의 높은 효율성
순수 국산 기술

M



      

친환경 스마트 그린IT 창조 기업 (주)인프론티브

Why Tetra-M ? The Ideal Green IT Solution

적용 가능 업종

사용 가능 프로그램

품목 상세
Processor Intel 1037U / i3 / i5

Chipset 1037U : Intel HM70 / i3, i5 : Intel HM76
Graphics 1037U : Intel HD 3000 / i3, i5 : Intel HD 4000

Memory DDR3 SO-DIMM (MAX 16G)
HDD SSD (SATA-III 지원)
ODD USB ODD Device

Wireless WiFi (Options)
Adapter DC Output:12V~3A@36W

Power ACPI 2.0
LAN Giga LAN Ethernet Controller

I/O

2*USB 2.0 port
2*USB 3.0 port
1*RJ45
1*Adapter jack
1*D-SUB
1*HDMI

해상도 1080P

TETRA-M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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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터 / 유아 및 초, 중고등 교육시설 / 관공서 및 기업 / 공공기관 /
학교 / 금융권 / 의료기관 / 연구소 / 학원 / 카페 등

Tetra에 VMware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탑 가상화인 View를 사용하면 기존
데스크탑의 유지관리 비용이 현격히 줄어들게 되며, 데이터의 중앙화로 인한 
정보 보안을 쉽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여러 OS버전에 맞는 접속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최초로 한번만 설치하면, 이를 통하여 서버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MS Office  / 아래한글 / 원활한 동영상 재생(1080P) / 인터넷 웹서핑 / 
동영상 강의  / Adobe 제품

손바닥 크기로 업무 공간 활용 극대화
세로 197mm * 가로 152mm * 폭 32mm 의 휴대가 가능한 초소형
설계로 소음과 공간 활용에 민감한 연구소, 학교, 관공서, 사무실, 병원,
산업용, 숙박업소 및 가정용 HTPC 용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친환경 저전력 설계로 전기세 부담 끝 !!
낮은 전력소비와 조용한 실행 환경으로 업무환경에 탁월합니다.

듀얼 디스플레이 지원으로 업무효율도 두배
기존 하나의 화면에서 힘들게 보던 내용을 2개의 모니터로 나누어 여러가지 
업무 내용을 동시에 보고 처리할 수 있어 보다 높은 효율의 학습 효과와 사무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HDMI + D-Sub)

Multiple I/O의 높은 효율성
2개의 USB 2.0 포트와 2개의 USB 3.0 포트를 지원합니다.
최대 전송속도가 5Gb/s에 이르는 USB 3.0은 USB 2.0에 비해 최대 10배의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원하는 부품을 손쉽게 탈부착 가능
컴퓨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컴퓨터 분해 조립 장비가 없어도 단 시간내에
손쉽게 HDD와 RAM을 탈부착하여 미니PC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실감나는 블루레이 고화질 영상
디지털 외부출력을 지원하는 HDMI 단자가 내장되어있어 Full-HD 고화질
동영상을 대형 디지털 TV와 연결하여 감상할 수 있으며, HDMI와 호환되는
고화질의 디스플레이 장치만 있다면, 놀라운 고화질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VMware, CTRIX, Zeo Client, Thin Client 완벽 호환 사용 가능

하이서울브랜드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EA)

하이서울브랜드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지향적
기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한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 서울시 소재 유망중소기업에 하이서울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고 하이서울브랜드 기업에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해줌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판로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에너지/환경관련 표준, 인증, 기술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능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제품 및 경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외 환경에너지 규제 종합지원기관으로 그린 IT 기술지원의 중심축입니다.

일반 데스크탑
어떤 것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미니PC Tetra-M
손바닥 사이즈 크기 이동식 서랍 사이즈

저전력 (1W~17W) 전력 고전력 (400W~)
WiFi/Bluetooth 무선통신 외부기기 연결

USB2.0 / 3.0 USB USB 2.0 / 3.0
손쉽게 탈부착 업그레이드 전문 지식 필요

세로거치대 / 이동편의 유동성 고정형

강력한 Tetra-M 부분 명칭

151mm

192mm

32mm

①

②
③

④

⑥

⑧
⑨

⑥

⑤

① 전원스위치

② 전원포트

③ VGA출력 포트 (HDMI)

④ 듀얼VGA출력 포트 (D-SUB)

⑤ USB 3.0 포트

⑥ 스피커 포트

⑦ 마이크 포트

⑧ USB 2.0 포트

⑨ LAN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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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구매컨설팅
- 심명원 부장 / 010.6399.3800 / simc@inpront.com
- 이진학 과장 / 010.3287.6232 / ibobiz@inpro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