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보안 클라우드 솔루션

Tetra-S



목차

1. 회사소개

2. 시스템제안배경

3. 시스템소개

4. 시스템구성소개

5. 소프트웨어기능소개

6. 스토리지자원관리소개

7. 시스템특징비교

8. 시스템구축비용비교

9. 시스템적용범위

10. 시스템도입효과

11. 시스템구축방안및분야

12. 시스템구축절차

3p

7p

8p

9p

10p

11p

12p

13p

14p

15p

16p

20p



1. 회사 소개 – 일반 사항

회사명 주식회사 인프론티브 대표 신용욱

사업분야
인터넷 보안컴퓨터, 보안 클라우드 컴퓨터, Cloud Solution, VDI Solution, 초소형 절전 데스크탑 컴퓨터, 외장형 KVM 공유기,
데스크탑 &미니 데스크탑 PC, IT 아웃소싱, IT 인프라운영, SW 유통 외

회사 설립 연도 2009년 5월 7일 해당 부분 종사 기간 2009년 5월 ~ 2017년 8월 현재 (8년 4개월)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704호 (서울숲한라에코밸리)

주요 영역

- 2017년 -
• “재팬IT위크2017” TETRA-DM 출시 및 일본 시장
성공적 진출

• 외장형 KVM스위치 출시
• 한대의 모니터로 두개의 PC 화면을 보는 KVM 기술 개발
• 데스크탑 PC 출시

- 2016년 -
• Tetra-DM 싱가폴 수출
• LG전자 대리점 계약
•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획득
• 하이서울 우수상품 브랜드 어워드 혁신 브랜드 상품 선정

- 2015년 -
• SBA 성수IT 종합센터 ‘2015년 미래성장기업 선정‘
• 한국발명진흥협회와 특허청＇TETRA우수발명품＇선정, 공
공기관 우선구매제품으로 추천

• Q마크 인증
• IoT 제품 설계 및 개발을 위한 부설연구소의 확대개편

- 2014년 -
• ICT 2014 혁신기술 장관상 수상
• ISO 9001  14001 인증 획득
• 2015년 하이서울 브랜드 선정
• 원격클러스터컴퓨터 특허 출원(보안 기능) 
• 망분리 미니PC 시제품 개발 및 특허 출원
• 일본 LINE EPS 수출
• NEC코리아 MOU 계약 체결

- 2009~2013년 -
• NetApp, Fusion IO 파트너 계약
• MS Silver 파트너 계약, Zbrush 총판 계약, MuchDifferent
총판 계약

• 안랩 파트너 계약, 이스트소프트 파트너 계약, Autodesk
• 파트너 계약

풍부한 경험, 기술,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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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 조직도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 제공 및 성공을 위한 최상의 조직 구성

대표이사

영업본부 기술지원본부 생산본부 제품개발본부 경영지원

• PC 사업팀

• 전략 사업팀

• Software 유통팀

• 영업 지원팀

• 유지보수팀

• 기술팀

• 자재 관리팀

• 생산팀

• R&D 센터

• C/S팀

• 인사총무팀

• 재무회계팀

사업총괄본부 생산총괄본부 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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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IT 자산관리

IT 아웃소싱

IT 인프라운영

IT운영및 SW 분야

SW 유통

MS, 어도비, 오토데스크, 

안랩, 카스퍼스키.. Etc

인터넷 보안컴퓨터
(TETRA-DM, TETRA-KMDT)

보안 클라우드 컴퓨터
(TETRA G)

테트라 S CLOUD 솔루션

보안시스템분야

테트라 V Sky VDI 솔루션

초소형 절전 데스크탑 컴퓨터
(TETRA M)

외장형 KVM 공유기

데스크탑 & 미니 데스크탑
컴퓨터

그린 IT분야

스마트 전력제어 전원 공급 장치
(TETRA EPS)

Software Hardware Consulting

솔루션 개발 / 보드설계 및 디자인 기술/ 펌웨어개발
(클라우드, PC, IoT)

1. 회사 소개 – 주요 사업 내용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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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 인증서 및 표창

한국서비스 품질우수기업 및 품질을 보증하는 다양한 인증서 보유

품질인증(Q-Mark)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하이서울브랜드 지정

기술혁신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공장등록증

벤처기업 확인서



7

2. Tetra-S Cloud시스템 제안 배경

 Hacking  Data

 Hardware  HardDisk

 Software

•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해킹 경험율 30% 발생

• 바이러스 경험율 소기업 55.7% , 중기업 30.4% 발생

• 스피어피싱 & 해외 해킹 금융범죄 급증

• 각 개별 스토리지에 보관하여 최신 데이터의

위치추적이 어려움

•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손실 될 위험이 높음

• 중요한 내부 데이터 외부 유출 예방의 어려움

• 하드디스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운영체제의

빈번한 재설치

• 전체PC의 메인보드, 그래픽 드라이버 등 업데이트의 어려움

• 전체PC의 하드웨어 변경 정보 획득 어려움

• 하드디스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운영체제의

빈번한 재설치

• 전체PC의 메인보드, 그래픽 드라이버 등 업데이트의 어려움

• 전체PC의 하드웨어 변경 정보 획득 어려움

• 개인이 설치한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한 회사의 손실 발생

• 전체 PC에 설치 또는 보안 업데이트로 인한 시간낭비

• 컨텐츠 변경으로 인한 전체 PC 데이터 변경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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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tra-S Cloud시스템 소개

혁신적인 가상화 스토리지 기술로 클라이언트 PC의 성능을 향상 시키고

데이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가상화 데이터통합 High Performance

•여러 개의 스토리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

•물리적 디스크를 논리

적 볼륨으로 변환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기반

•네트워크 장비 기가비트 기반

•차세대 스토리지인 SSD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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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가상화

운영체제
이미지 공유

드라이브
가상화

일반
데이터 공유

클라이언트PC
소프트웨어 관리

클라이언트PC
하드웨어 관리

클라이언트PC
제어 및 모니터링

데이터 통합

>_

4. Tetra-S Cloud시스템 구성

클라이언트

네트워크환경

데이터서버

• PXE(Pre-Boot eXecution Environment) Rom

이 장착된 기가비트 랜카드 구성을 원칙

• 기가비트 구성을 원칙

• 클라이언트 대수에 비례하여 대역폭 확장을

위해 서버나 L2 스위치의 티밍 또는 본딩

기술을 사용

• 이중화 구성을 원칙

• Fail Over Clustering 기술이 탑재되어 서버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

※ PXE(Preboot Execution Environment): 운영체제가 설치되
어 있지 않는 원격지의 컴퓨터를 네트워크 도메인에 참가시
키는 것만으로도 부팅을 시킬 수 있는 환경( Network on 
boot rom 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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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etra-S Cloud 소프트웨어 기능

Quick Server Change

Instant Recovery

Memory Caching

Load Balancing

Hot Back-up

Data Recovery

강력한 Fail Over Clustering 기술

탑재로 한 대의 서버가 고장 날 경우

딜레이 없는 서버 전환 기능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한 데이터 및

로그 파일 등이 재부팅 시 자동 삭제

되어 바이러스 침투 및 해킹 불가

서버의 잉여 메모리 자원을 캐시로

활용하여 시스템 성능 극대화로 기존

PC도 업그레이드 효과를 낼 수 있음

클라이언트 리소스 사용이 적은 서버

로 자동으로 연결해 트래픽을 분산하

는 기능

서버의 정보 및 이미지 파일의 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자동으

로 동기화하는 기능

관리자의 실수로 발생된 데이터 손상

을 원클릭으로 쉽고 빠르고 완벽하게

복원하는 가능

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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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etra-S Cloud 스토리지 자원관리 소개

동일한 OS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룹이 개인의 디바이스에 별도의 저장장치를

둠으로써 발생하는 전사 차원의 자원 낭비를 차단합니다.

공용폴더를 이용한 대용량 데이터 관리 방안과 병행하여 차세대 보안레벨 적용과 최적화된

관리 체계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HDD 자산관리 효율화

50GB (OS+Application)

Master Image

클라이언트 별 설치

50GB (OS+Application)
X 사용자수

고효율

HDD 자산관리 효율화

클라이언트

LAN

Option 1. (SAN 구성)

Image 관리

개별
데이터
관리

Option 2. (NAS 구성)

Image 관리

개별 데이터 및
공용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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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S VDI

솔루션 구동환경

기존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그대로 사용하며, OS 및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중앙의 스토리지 시스템에

저장하여 네트워크 부팅을 통해 사용.
(로컬 부팅모드 동시 지원)

가상 클라이언트를 서버 상에서 가상화해 서버
자원을 할당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는

전용 클라이언트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해 사용

제품 군 Tetra-SCloud Citrix Xen Desktop, VMware

Client 성능
기존 Client 환경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체감 성능 하락을 사전에 방지함.
하드웨어적으로 高사양이 요구되는 업무에

사용이 어려움

SW 사용 호환성 기존 클라이언트와 같은 환경 일반적인 사무 애플리케이션과 호환성 높음

가상화 서버 필요 용량 낮음 매우 높음

구축 비용 VDI 대비 이하 (All Flash Storage 사용 시 동일) 매우 높음

구축 기간 짧음 장기간

클라이언트 기존 Desktop 사용 전용 Client 필요 (Thin/Zero Client)

클라이언트 성능 기존 Desktop과 성능 동일 매우 낮음

추가 라이선스
기존 OS이외의 별도의 라이선스 필요 없음

(Windows7 pro 이상)
별도의 VDA 라이선스 추가 비용 발생 (또는 EA계약)

복잡성 단순한 구성
가상화를 위한 서버, 서버 성능을 위한 네트워크
설비 보강, 운영설비, 인력 증가 등의 복잡성 증가

7. Tetra-S vs VDI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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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etra-S Cloud 시스템 구축 비용 비교

분류 Tetra-SCloud VDI

소프트웨어

가상화 S/W O O

VDA 라이선스 X O (or EA contract)

Windows 접속 라이선스 X O (or EA contract)

하드웨어

관리서버 O (2식) O (2식)

스토리지 O (1식) O (1식)

운영 서버 X
O (3식~5식), VM당
2CPU, 4GB memory, 

300GB HDD x2

원격 Gateway X O (1식)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데스크탑, Workstation, x86서버)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가상화 서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상 데스크탑 OS와 윈도우 서버 접속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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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etra-S Cloud 시스템 적용 범위

기존 사용자 기기를 교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콜센터/Help-desk Desktop, 3D workstation등과

같은 과부하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적합합니다.

대용량 문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등의 데이터 중앙화 플랫폼으로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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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etra-S Cloud 시스템 도입 효과

 Client 성능 향상

 Client 고장률 감소

 데이터 통합 운영 가능

 완벽한 순간 복구

 바이러스, 랜섬웨어,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 없음

 하드카피 작업 불필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효율적 관리

 저전력 서버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Load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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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etra-S Cloud 구축 방안 : Data Server Type

데이터 통합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교, 학원, 호텔 등에 적합한 방안입니다.

데이터 서버 1대 또는 2대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의 가상화 이미지 뿐만 아니라 공유 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위한 스토리지가 데이터 서버 안에 탑재됩니다.

관리 및 운영이 용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RAID1 또는 RAID5의 구조로

스토리지 구성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Master Server Sub Server

Active
Session

Internet

Group #2 Group #3Group #1

Main Server :

Sub Server :

클라이언트 가상화 이미지 및
공유 데이터를 위한 스토리지
서버 구성

메인 서버의 정보 및 이미지
파일의 변경 내역 자동 감지
하고 실시간 동기화



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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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교육부터 그래픽교육까지 다양한 교육가능

 교육장 변경 시 OS 및 데이터 이미지 교체만으로

용도 변경 가능

 타과의 교육용 프로그램 및 자료 훼손방지

 전원차단에 의한 HDD고장 제로 & 하드웨어 도난 방지

 다수 사용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손실 방지

 고객정보 유출을 없애고 다양한 편리성 제공

 PC 보안 업그레이드 및 해킹 방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패치, 유지보수 등 효율적인

관리 가능

11. Tetra-S Cloud 적용 분야 : 학교, 학원, 병원 등

인문대전산실 공과대전산실 예술대전산실 자연대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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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etra-S Cloud 구축 방안 : NAS Server Type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중소기업, 연구소 등에 적합한 방안입니다.

데이터 서버와 NAS장비를 겸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데이터는 데이터 서버에 저장하고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NAS장비에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용량을 늘릴 수 있고 비교적 관리와 운영이 쉬운 장점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 고가의 NAS장비

를 구입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Main Server :

Sub Server :

클라이언트 가상화 이미지 및
공유 데이터를 위한 스토리지
서버 구성

메인 서버의 정보 및 이미지
파일의 변경 내역 자동 감지
하고 실시간 동기화

Load
Balance

Master Server Sub Server

Active
Session

Internet

Group #2 Group #3Group #1

NAS Server

Client
Data

NAS Server :

가상화 이미지를 제외한 데이터
및 자료를 통합하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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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etra-S Cloud 적용 분야 : 기업, 군대, 콜센터 등

관리부 마케팅부 총무부 개발부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업무환경 구성 가능

 부서별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추가 설치 간편화

 빠른 PC장애 복구 및 기업 보안 업그레이드

 다수 사용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손실 방지

 PC 보안 업그레이드 및 해킹 방지

 소프트웨어 설치 및 추가 설치 간편화

 사용자 변경 시 간단한 OS 이미지 교체만으로

용도 변경 가능

 HDD가 없어 기계적 결함 최소화

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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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etra-S Cloud 구축 절차

01. 무료컨설팅 신청 •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검토를 위한 무료 컨설팅 신청

02. 방문 상담
• 컨설팅과 엔지니어 방문

• 클라우드 시스템 소개

• 고객 Needs 파악

03. Infra 및
Network 분석

• 기존 Infra 와 Network 분석

• 네트워크 Bandwidth(대역폭) 예측

• 구축 모델 설계

04. 구축 모델 제시
• 구축 방안 제시

• POC(Proof Of Concept) 검토

05. 최적화 구축
• Master Image 분류 및 작성

• System 과 Clent 구축

• 운영자 교육

06. 안정화 서비스 • System Management 서비스

• 기술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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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