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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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가시성으로

더 밝게 더 선명하게Tetra-Monitor
www.gotetra.com



앞면

뒷면옆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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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미니컴퓨터 개발제조부터 데스크탑 까지 

TR-MT24LED

TR-MT22LED

제품명 TR-MT24LED

화면크기 24형

화면비율 와이드 16:9 / 4:3 (화면비율 조절 가능)

패널 광시야각

해상도 1920 * 1080 (Full HD)

응답속도 5ms

명암비 1000:1 (동적 명암비 5,000,000:1)

밝기 250cd

시야각 상하 178도 / 좌우 178도

기능 (옵션)
기본 - Tilt 기능
옵션 - Pivot 기능 / Elevation 기능

내장스피커 3W + 3W

입력단자 HDMI, RGB, DVI 단자 / Audio in 단자

Specifications

제품명 TR-MT22LED

화면크기 22형

화면비율 와이드 16:9 / 4:3 (화면비율 조절 가능)

패널 TN

해상도 1920 * 1080 (Full HD)

응답속도 5ms

명암비 1000:1 (동적 명암비 5,000,000:1)

밝기 250cd

시야각 상하 170도 / 좌우 160도

기능 (옵션)
기본 - Tilt 기능
옵션 - Pivot 기능 / Elevation 기능

내장스피커 3W + 3W

입력단자 HDMI, RGB, DVI 단자 / Audio in 단자

Specifications

더 선명한 고화질, 어느 각도에서나 동일한 광시야각 178 

5,000,000:1의 섬세한 동적 명암비, 5ms의 빠른 응답속도...

화면의 깊이감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명암비

Full HD를 지원하는 LED화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

1년 무상 A/S 보증

화면의 깊이감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명암비

Full HD를 지원하는 LED화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

1년 무상 A/S 보증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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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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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욱 이사 / swhan@inpront.com / 010.3568.4202
김전민 부장 / jmkim@inpront.com / 010.7312.8685
신세진 사원 / choco@inpront.com / 02.2202.0503
제품관련 가이드 : www.gotetra.com

제품 문의 :

고객지원센터 : 1899-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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