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테트라

환경과 에너지 절감을 생각한다면 Tetra 입니다.

오직 품질과 기술만이 Tetra의 신념입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납품 1위!

Tetra Series 조달제품 안내 Vol.5

(주)테트라는 Wi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

Tetra 4K UHD 지원 35형 커브드 모니터

Tetra 유선 키보드

Tetra 지문인식
보안 유선 마우스

Tetra 27형 모니터

고성능 미니PC
Tetra-MDT

망분리 고성능 미니PC
Tetra-KMDT

Tetra-MDT, KMDT 전용
Rack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G-PASS 기업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oHS2 인증
전기 및 전자기기 유해물질 제한

녹색기술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Microsoft 공인 파트너
Windows 10 Pro

Q-Mark 품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C 인증
한국규격품질원

주요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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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2020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선정 확인서

공장등록 증명서

기술혁신중소기업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서(G-PASS 기업)

ISO 140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환경표지 인증서(3종)

하이서울우수상품브랜드
인증서 2종(Tetra-G, DM)

벤처기업 확인서품질인증 (Q-Mark) KEA와 스마트 IT솔루션
보급 MOA

망 분리형 컴퓨터 시스템랙마운트 컴퓨팅 장치 상표등록증 Tetra-M상표등록증 Tetra-D 상표등록증 Tetra-G 상표등록증 Tetra전원공급방법 및 장치
(EPS - 일본 특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장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표창장

대한민국우수기업대상
신기술 대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장

녹색기술 인증서 하이서울브랜드 지정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특허 및 상표등록증 취득 현황

수상내역 및 인증서

I/O제어에 의한 컴퓨터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하드디스크 가상화 방식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스템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컴퓨터 시스템

입출력 공유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망 분리형

컴퓨터 시스템

전원공급방법 및 장치
(Tetra-EPS)

스플릿 기능을 구비한
KVM 스위치 장치(2Port)

스플릿 기능을 구비한
KVM 스위칭 장치(4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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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망 메인
최고의 명성답게 전국 150여개의 A/S센터와 협력점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 1899-4709
KVM 및 KVM 일체형 컴퓨터 망 분리  핫 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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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망전환

듀얼망전환

화면분리

화면분리

화면교차

화면교차

화면분리 후
키보드, 마우스 화면 변경

듀얼모니터
사용 시 망 전환

해당제품
KMDT/KV320/KV330/KV340

화면분리

해당제품
KMDT/KV320/KV330/KV340

화면교차(특허)

해당제품
KMDT/KV320/KV330/KV340

마우스, 키보드
망 전환

해당제품
KMDT/KV320/KV330/KV340

망 전환 장애 시 대응방안 키보드, 마우스 장애 시 대응방안 기타 및 H/W 장애 시 대응방안

듀얼 모니터 사용 시
한쪽 모니터 화면 줄력이 안될 경우
모니터 전원 확인 후 모니터 연결 케이블 재
연결 또는 변경 (HDMI, DVI, RGB 포트 점검)

업무망 키보드, 마우스 장애 시
키보드, 마우스 업무망에 연결 > 제어판 >
장치 및 프린터 > Tetra-KV867-V36 확인 >
장치 관리자 노란색 느낌표 유무확인

S/W 오류 또는 하드디스크 장애(부팅불가)
인터넷망 PC 전원을 켜고 키보드 'F5' 눌러
테트라 복구솔루션 OS 재설치

인터넷망 키보드, 마우스 장애 시
전면 USB에 키보드, 마우스 연결 > 제어판 >
장치 및 프린터 > Tetra-KV867-V36 확인
전원 케이블 및 키보드, 마우스 재연결

인터넷망 PC 부팅 불가 및 블루스크린 등
H/W 장애 시
인터넷망 PC 1:1 교체

업무망 확장

인터넷망 메인

인터넷망 메인

인터넷망 메인

인터넷망 메인

인터넷망 메인

인터넷망 메인

인터넷망 메인

인터넷망 메인

인터넷망 메인

인터넷망 확장

인터넷망 확장

인터넷망 확장

업무망 메인 업무망 확장

업무망 메인

업무망 메인

업무망 메인

업무망 메인

업무망 메인

업무망 메인

업무망 메인

업무망 메인

업무망 메인

업무망 확장



산업통산자원부 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이란?

최고의 명성답게 전국 150여개의 A/S센터와 협력점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기업 또는 기관의 전반적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
을 제시하여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테트라는 산업통산자원부 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입니다.

SVC지원센터
- 강남/강북 -

SVC지원센터
- 인천/경기 -

SVC지원센터
- 강원 -

SVC지원센터
- 대전/충북/충남 -

SVC지원센터
- 대구/경북 -

SVC지원센터
- 광주/전북/전남 -

SVC지원센터
- 부산/울산/경남 -

SVC지원센터
- 제주 -

ㆍ서울 11개 센터

ㆍ인천 5개 센터
ㆍ경기 23개 센터

ㆍ대구 2개 센터
ㆍ경북 7개 센터

ㆍ대전 3개 센터
ㆍ충북 7개 센터
ㆍ충남 9개 센터

ㆍ광주 2개 센터
ㆍ전남 9개 센터
ㆍ전북 5개 센터

ㆍ부산 4개 센터
ㆍ경남 7개 센터
ㆍ울산 3개 센터

ㆍ강원 7개 센터

ㆍ제주 2개 센터

경기

인천 강원

경북

대구

울산
전북

충남

대전

충북

전남
광주

제주

경남
부산

서울

전국 서비스 센터
150여개 전국망 서비스 실현 ! 서비스도 역시 테트라 입니다.

고객센터 : 1899-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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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트라는 Wi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6

WQHD
Ultra Wide Quad HD

KMDT
KVM스위치 일체형 고성능 망 분리 미니 데스크탑PC

본체 망 전환 스위치 

스플릿 기능 (화면 좌우교차 기능)

업무메인 인터넷메인

인터넷메인 업무메인

업무메인 업무확장

인터넷메인 인터넷확장

최신 인텔의 고성능 저전력 CPU를 탑재한
KVM 스위치 일체형 망 분리 PC

세계 최초 화면 좌우교차 기능 탑재 (특허)
단 1개의 통합 케이블로 설치, 구축 편리 (특허)
추가 보안 모듈 지원 (지문인식장치 및 마우스)
WQHD(3440*1440) 그래픽 지원
듀얼 모니터 지원 (각각의 PC 화면 표현) / 망 전환 핫키 기능 내장
보안 프로그램과의 독보적 호환성
업무망, 인터넷망 빠른 화면 전환 (2.0초 이내-표준 테스트 시)

HDMI V2.0 USB 3.0 Windows10 Intel CPU

정보보안강화
물리적으로 업무망과 인터
넷망을 분리하여 매우 높은 
보안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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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모니터 지원, 고해상도
그래픽 (WQHD), 윈도우 업
데이트 방식의 KVM펌웨어.

도입비용절감 차별화된 기능
테트라 망 분리 관련 전제품은
추가 보안 모듈 완벽 지원 
(지문인식장치, 지문인식 마우스 등)

추가 보안모듈 지원

국내 망분리 PC최초로 국정원 보안 인증 기관의 엄격한
보안테트스틀 통과한 유일한 제품

국정원 인증기관 보안 성적서 취득

녹색기술인증 획득

대한민국 공공기관 납품 1위 !
망 분리 PC 최초 국정원 보안성적서 취득 !

신규특허

3440*1440



(주)테트라는 Wi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 7

KMDT
KVM스위치 일체형 고성능 망 분리 미니 데스크탑PC

식별번호 모델명 CPU Memory SSD HDD 그래픽 출력전압/전류 전력 등록금액

23732215 T-DM3855-1A Intel Celeron 3855U 4GB 120GB - Intel HD 610 DC 12V 7.5A 36W 394,400

식별번호 모델명 CPU Memory SSD HDD 그래픽 파워 등록금액

24091707 T-KMDT912S8 Intel i3-9100 8GB 250GB - 인텔UHD 630 90W 676,000

24091708 T-KMDT952S8 Intel i5-9500 8GB 250GB - 인텔UHD 630 90W 776,000

24091711 T-KMDT955S8 Intel i5-9500 8GB 500GB - 인텔UHD 630 90W 790,000

24090429 T-KMDT97H2S8 Intel i7-9750H 8GB 250GB - 인텔UHD 630 90W 856,000

24090437 T-KMDT97H5S16 Intel i7-9750H 16GB 500GB - 인텔UHD 630 90W 896,000

옵션 선택

Tetra-DM | 노트북용 CPU 사용 - 17Watt 이하 저전력 제품

Tetra-KMDT

전면 후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④ ⑤⑥⑦⑧ ⑨ ⑩ ⑪ ⑫⑥

①
②
③

본체 망 전환 푸시 버튼

업무용 PC 선택 알림 LED

전원스위치

①
②
③

보안 켄싱턴 락 홈

MIC Out

Sound Out

④
⑤
⑥

인터넷용 PC 알림 LED

Sound Out(인터넷망 전용)

USB 3.0포트

④
⑤
⑥

LAN 포트

모니터2 연결

키보드 포트

⑦
⑧
⑨

마우스 포트

Sub Graphic 포트

모니터1 연결

⑩
⑪
⑫

Graphic 포트

DP 포트

전원 12V 7.5A

분류번호 식별번호 품명 규격 단위 추가비용

81111809 2370984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미설치, 납품장소까지배송, 설치지원은없음 개 1

81111809 2370984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기본설치, 포장해체, PC설치, 주변기기연결, 기본S/W설치, 작동상태확인 개 10,000

81111809 2370984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고급설치, 기본설치 작업 및 데이터이관(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데이터를 새 컴퓨터로 이전) 개 20,000

43233004 23709986 운영체제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10 Home 조 140,000

43233004 23709989 운영체제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10 Pro 조 180,000

대한민국 공공기관 납품 1위 !
망 분리 PC 최초 국정원 보안성적서 취득 !



(주)테트라는 Wi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8

MDT
저전력 데스크탑 CPU를 탑재한 강력한 성능의 미니PC

고성능 인텔 HQ 데스크탑 CPU 장착
고성능 Coolsolte 특수 쿨러 기본 제공
추가 보안 모듈 지원 (지문인식장치 및 마우스)
4K(4096*2304) 해상도 그래픽 지원
인텔 H310 칩셋을 장착하여 다양한 부품 완벽 지원
HDD 3개 장착 (SSD, SATA2.5", M.2)
듀얼 모니터 연결 지원

최신 인텔의 고성능 저전력
CPU 장착으로 더욱 강력해진

미니 데스크탑 PC

유해물질 노출차단

관리 및 유지보수 편리

에너지 절감

이동 및 설치 간편

검증된 고가의 부품 사용

친환경 저전력 제품

쾌적한 업무공간 연출

켄싱턴락 적용

견고하고 슬림한 본체

높은 전력 효율

간접 냉방 효율 감소

이동 및 설치 불편

복잡한 배선

낮은 전력 효율

PC 분진 발생

높은 발열

냉각팬 소음

높은 소비전력

협소한 사무공간

무겁고 큰 본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특수 쿨러 적용 ! 강력한 쿨링 효과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선호도 1위 !

WQHD
Ultra Wide Quad HD

HDMI V2.0 USB 3.0 Windows10 Intel CPU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기를 신속히 배출하는
저소음, 고성능, 고효율의 쿨링팬 탑재!!

344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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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
저전력 데스크탑 CPU를 탑재한 강력한 성능의 미니PC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특수 쿨러 적용 ! 강력한 쿨링 효과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선호도 1위 !

식별번호 모델명 CPU Memory SSD HDD 그래픽 파워 등록금액

24121875 T-MDT911T2S8 Intel i3-9100 8GB 250GB 1TB 인텔UHD 630 90W 692,000

24123910 T-MDT912S8 Intel i3-9100 8GB 250GB - 인텔UHD 630 90W 626,000

24121870 T-MDT951T2S8 Intel i5-9500 8GB 250GB 1TB 인텔UHD 630 90W 792,000

24123911 T-MDT955S8 Intel i5-9500 8GB 500GB - 인텔UHD 630 90W 740,000

24133337 T-MDT97H1T2S8 Intel i7-9750H 8GB 250GB 1TB 인텔UHD 630 90W 866,000

24084557 T-MDT97H2T5S16 Intel i7-9750H 16GB 500GB 2TB 인텔UHD 630 90W 908,000

옵션 선택

Tetra-MDT

테트라 KMDT, MDT, 일반 데스크탑PC 또는 테트라 MDT, MDT, 2Port KVM를 제품 전용랙에 구성하면 
복잡한 망 분리 구축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테트라 망 분리 최강 조합 ! 성능은 물론 쾌적한 업무공간까지 마음대로 !

테트라 전용랙에 구성된 테트라 제품(KMDT, MDT, KVM)을 특허받은 통합 케이블로 서로 연결하면 복잡한 케이블 연결 없이
손쉽게 물리적 망분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랙에서 제품을 장착하거나 분리할때 드라이버로 간단히 장착하고 분리 할 
수 있습니다.

[All-in-1 PC처럼 사용가능] [전용 랙으로 2단, 3단 구성 가능]

MDT, MDT, KV320 조합

KMDT, 데스크탑 PC 조합

분류번호 식별번호 품명 규격 단위 추가비용

81111809 2370984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미설치, 납품장소까지배송, 설치지원은없음 개 1

81111809 2370984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기본설치, 포장해체, PC설치, 주변기기연결, 기본S/W설치, 작동상태확인 개 10,000

81111809 2370984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고급설치, 기본설치 작업 및 데이터이관(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데이터를 새 컴퓨터로 이전) 개 20,000

43233004 23709986 운영체제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10 Home 조 140,000

43233004 23709989 운영체제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10 Pro 조 180,000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기를 신속히 배출하는
저소음, 고성능, 고효율의 쿨링팬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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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고성능 미들타워 데스크탑

강력한 성능 ! 견고한 디자인 ! 높은 확장성 ! 최신 인텔 CPU를 탑재한 슬림타워 PC

인텔 프로세서 탑재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복잡한 다중처리
작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합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느껴보세요.

DDR4 메모리를 탑재하여 높은 데이터
전송율과 대역폭을 지원하여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해 줍니다.

더욱 향상된 DDR4 메모리
SW방식의 강력한 백업저장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녹색인증 제품

식별번호 모델명 CPU Memory SSD HDD 그래픽 파워 등록금액

24123902 T-DT011T2S8-P6VNO Intel i3-10100 8GB 250GB 1TB 인텔UHD 630 650W 676,000

24121853 T-DT012S8-P6VNO Intel i3-10100 8GB 250GB - 인텔UHD 630 650W 616,000

24121852 T-DT015S8-P6VNO Intel i3-10100 8GB 500GB - 인텔UHD 630 650W 630,000

24123903 T-DT051T2S8-P6VNO Intel i5-10500 8GB 250GB 1TB 인텔UHD 630 650W 766,000

24123904 T-DT051T5S8-P6VNO Intel i5-10500 8GB 500GB 1TB 인텔UHD 630 650W 780,000

24121857 T-DT055S8-P6VNO Intel i5-10500 8GB 500GB - 인텔UHD 630 650W 720,000

24123905 T-DT071T2S8-P6VNO Intel i7-10700 8GB 250GB 1TB 인텔UHD 630 650W 926,000

분류 식별번호 모델명 CPU Memory SSD HDD 그래픽 파워 등록금액

데스크톱컴퓨터 24223173 T-DT05B25S32-P6R38 Intel Core i7-10700 16GB 512GB 2TB GeForce RTX3080 D6X 10GB 650W 협의중

데스크톱컴퓨터 24223171 T-DT05B15S16-P6R30 Intel Core i7-10700 32GB 512GB 1TB GeForce RTX3080 D6 8GB 650W 협의중

9세대 미니컴퓨터 24133337 T-MDT97H1T2S8 Intel Core i7-9750H 8GB 250GB 1TB - 650W 협의중

액정모니터 24223342 TR-MT27SBLED - - - - - - 협의중

망전환장치 24198794 KV350 - - - - - - 협의중

Tetra-DT

그래픽 카드 전용 모델

강력한 성능의 최신 인텔 CPU를
탑재한 고성능 PC !

테트라에서 생산되는 최신 인텔 CPU 장착한 데스크탑 컴퓨터 DT와 DS는 최고의 정품 부품만을 사용하며 충실한 내부 설계로 SSD, 

HDD, ODD 를 원터치로 손쉽게 분리 할 수 있으며, 전 후면에 쿨링팬이 장착 되어져 발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부착 가능한 

먼지 제거 필터(필터만 분리하여 세척 가능)가 있어 손쉽게 본체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DT

CPU

HDMI V2.0 USB 3.0 Windows10 Intel CPU4096*2160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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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고성능 슬림형 데스크탑

강력한 성능 ! 견고한 디자인 ! 높은 확장성 ! 최신 인텔 CPU를 탑재한 슬림타워 PC

원터치 오픈 케이스
원터치 오픈 케이스로 제품 업그레이드
시 공구가 없어도 편하게 케이스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된 복구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 공장초기화, 사용자 백업, 시스텝
복구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체개발 복구 프로그램 탑재
SW방식의 강력한 백업저장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녹색인증 제품

식별번호 모델명 CPU Memory SSD HDD 그래픽 파워 등록금액

24123906 T-DS011T2S8-P3VNO Intel i3-10100 8GB 250GB 1TB 인텔UHD 630 350W 676,000

24121844 T-DS012S8-P3VNO Intel i3-10100 8GB 250GB - 인텔UHD 630 350W 616,000

24121845 T-DS015S8-P3VNO Intel i3-10100 8GB 500GB - 인텔UHD 630 350W 630,000

24123907 T-DS051T2S8-P3VNO Intel i5-10500 8GB 250GB 1TB 인텔UHD 630 350W 766,000

24123908 T-DS051T5S8-P3VNO Intel i5-10500 8GB 500GB 1TB 인텔UHD 630 350W 780,000

24121846 T-DS055S8-P3VNO Intel i5-10500 8GB 500GB - 인텔UHD 630 350W 720,000

24123909 T-DS071T2S8-P3VNO Intel i7-10700 8GB 250GB 1TB 인텔UHD 630 350W 926,000

24087891 T-DS071T5S16-P3VNO Intel i7-10700 16GB 500GB 1TB 인텔UHD 630 350W 966,000

24068579 T-DS072T5S32-P3VNO Intel i7-10700 32GB 500GB 2TB 인텔UHD 630 350W 1,007,000

분류번호 식별번호 품명 규격 단위 추가비용

81111809 2370984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미설치, 납품장소까지배송, 설치지원은없음 개 1

81111809 2370984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기본설치, 포장해체, PC설치, 주변기기연결, 기본S/W설치, 작동상태확인 개 10,000

81111809 2370984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고급설치, 기본설치 작업 및 데이터이관(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데이터를 새 컴퓨터로 이전) 개 20,000

43201818 23709951 DVD 드라이브 DVD드라이브, 엘지전자, DVD-RW, 내장형 대 15,000

43233004 23709986 운영체제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10 Home 조 140,000

43233004 23709989 운영체제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10 Pro 조 180,000

DT, DS 공통 옵션 선택

Tetra-DS

DS
스마트한 디자인, 깔끔하고 알찬 설계,

원터치 오픈 케이스로 편리한 업그레이드 !

CASE

HDMI V2.0 USB 3.0 Windows10 Intel CPU4096*2160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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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 Switch
Tetra만의 특허가 탑재된 WQHD Support KVM Switch

2:1 Port Digital KVM Switch
2대의 컴퓨터를 1대의 모니터에 연결

2:2 Port Digital KVM Switch
2대의 컴퓨터를 2대의 모니터에 연결

KV310 KV320

국내 개발, 생산 제품
윈도우 방식 펌웨어 업그레이드
추가보안 모듈 지원(지문인식장치 및 마우스)
WQHD (3440*1440) 지원
망 전환 본체 전환버튼, 키보드 핫키, 마우스 지원
업무망, 인터넷망 빠른 화면 전환
(2.0초 이내 표준 테스트 시)
싱글 모니터 지원
USB  저장매체 인식 차단 기능

HDMI V2.0 USB 포트 키보드 핫키

WQHD
Ultra Wide Quad HD

무전원 타입 HDMI V2.0 USB 포트 키보드 핫키

WQHD
Ultra Wide Quad HD

무전원 타입

국내 개발, 생산 제품
윈도우 방식 펌웨어 업그레이드
세계 최초 화면 좌우교차 기능(특허)
추가보안 모듈 지원(지문인식장치 및 마우스)
WQHD (3440*1440) 지원
망 전환 본체 버튼 및 키보드 핫키 지원
업무망, 인터넷망 빠른 화면 전환
(2.0초 이내 표준 테스트 시)
듀얼 모니터 지원          USB  저장매체 인식 차단 기능

업무전용 인터넷전용

업무전용 화면

업무전용 인터넷전용

인터넷전용 화면

업무망

인터넷망

업무망

인터넷망

업무망

인터넷망

인터넷망

업무망

좌우화면 교차 기능(스플릿 기능)

듀얼모니터를 지원하는 KVM제품은 본체 전환 버튼 및 마우스의 휠 클릭, 
테트라에서 지원하는 키보드 Hot Key로 손쉽게 다양한 화면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본체 상판의 망 전환 버튼 및 마우스의 휠 클릭, 테트라에서 지원하는
키보드 Hot Key로 손쉽게 화면 전환 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집니다.

세계 최초의 기능들이 탑재된

유일한 순수 국내 기술 제품 !
PBP 모니터 완벽 대응 !

독보적인 Tetra의 기술력 !

식별번호 모델명 품명 연결포트 최대 해상도 HDMI OUT PORT 등록금액

23696759 KV-310 컴퓨터 망 전환 장치 HDMI 방식 2 포트 KVM 스위치 WQHD (3440*1440) 1 167,000

23334752 KV-320 컴퓨터 망 전환 장치 HDMI 방식 2 포트 KVM 스위치 WQHD (3440*1440) 2 247,000

2020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선정

국정원 인증기관 보안 성적서 취득 국정원 인증기관 보안 성적서 취득

3440*1440 344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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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P 모니터와 최고의 조합
PBP 모니터 완벽 호환 KVM Switch

최대 4대의 PC를 2대의 모니터로
연결하여 자유자재로 컨트럴

KV330 KV340

HDMI V2.0 USB 2.0 키보드 핫키

WQHD
Ultra Wide Quad HD

무전원 타입 HDMI V2.0 USB 2.0 키보드 핫키

WQHD
Ultra Wide Quad HD

무전원 타입

Tetra-KVM 만의 강력한 어씽크 기능

최대 4대의 PC와 2대의 모니터를 Tetra-KVM에 연결하여 각각의 다른 
PC의 화면을 모니터링하면서 제어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PBP 모니터 전용 Tetra-KV330 KVM Switch는 Tetra에서 취득한 특허
화면 좌우교차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PBP 모니터 사용자도 내외부망을 다
양하게 전환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S&D(Single & Dual) 전환 기능과, 컴퓨터 선택, 자동 스캔 
기능이 있어 최대 4대의 컴퓨터를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최신의 비디오 기술을 채택하여 WQHD(3440*1440)의 해상도를 
보증하며, 안전한 접속 환경 및 연결을 쉽게하고 최소한의 케이블을 사용
함으로써 업무 환경을 개선한 제품입니다.

세계 최초의 기능들이 탑재된

유일한 순수 국내 기술 제품 !
PBP 모니터 완벽 대응 !

독보적인 Tetra의 기술력 !

KVM Switch
Tetra만의 특허가 탑재된 WQHD Support KVM Switch

세계 최초 PBP 모니터 전용 KVM
PBP 모니터 전용 KVM 스위칭 장치 (특허)
윈도우 방식 펌웨어 업그레이드
세계 최초 화면 좌우교차 기능(특허)
추가보안 모듈 지원(지문인식장치 및 마우스)
WQHD (3440*1440) 지원
망 전환 본체 버튼 및 키보드 핫키, 마우스 지원
업무망, 인터넷망 빠른 화면 전환 (2.0초 이내 표준 테스트 시)
USB  저장매체 인식 차단 기능

국내 개발, 생산 제품
윈도우 방식 펌웨어 업그레이드
세계 최초 화면 좌우교차 기능(특허)
추가보안 모듈 지원(지문인식장치 및 마우스)
WQHD (3440*1440) 지원
망 전환 본체 버튼 및 키보드 핫키 지원
업무망, 인터넷망 빠른 화면 전환
(2.0초 이내 표준 테스트 시)
싱글 또는 듀얼 모니터 지원       USB  저장매체 인식 차단 기능

인터넷망업무망
테트라 35형 PBP 모니터

식별번호 모델명 품명 연결포트 최대 해상도 HDMI OUT PORT 등록금액

23696760 KV-330 컴퓨터 망 전환 장치 HDMI 방식 2 포트 KVM 스위치 WQHD (3440*1440) 2 161,000

23239452 KV-340 컴퓨터 망 전환 장치 HDMI 방식 4 포트 KVM 스위치 WQHD (3440*1440) 2 420,000

2020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선정

3440*1440 344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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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모델명 품명 연결포트 최대 해상도 HDMI OUT PORT 등록금액

24198794 KV350 컴퓨터 망 전환 장치 HDMI 방식 2 포트 KVM 스위치 4K (3840 * 2160) 2 협의중

등록중 KV350 Pro 컴퓨터 망 전환 장치 HDMI 방식 2 포트 KVM 스위치 4K (3840 * 2160) 2 협의중

2대의 모니터 화면을 21:9 모니터 화면 하나로

35형 4K UHD 울트라 와이드 커브드 화면 분할 모니터

마침내, USB 선택적 자동 인식 차단 기능을 탑재한

4K 듀얼모니터 지원 KVM 스위치의 탄생!

KV350 KV350 Pro

고품질 비디오 시장의 수요 및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시장  확대 추세

그래픽 디자인, 애니메이션,
비디오 편집 분야에서의

 요구 사항 완벽 해결!

세계 최초 화면 좌우교차 기능(스플릿 기능 - 특허)

생체 보안 모듈 지원(지문인식장치 및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망 간 이동 (특허)

4K (3840*2160) 해상도 지원

망 전환 본체 버튼 및 키보드 핫키 지원

듀얼 모니터 지원

USB 선택적 자동인식 차단 기능

[ FHD와 UHD의 크기 비교]

USB 선택적  자동인식 차단!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 자동 지정 기능 탑재!

[ [] ]

KV350 Pro Series
 USB 자동 인식 기능 KVM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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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
35형 21:9 와이드 커브드 화면분할 모니터

업무망 업무망

인터넷망

인터넷망

업무망인터넷망

KV330

PBP 기능 탑재, 21:9 비율의 넓은 화면에
2대의 PC화면을 절반씩 사용.

PBP (Picture By Picture) 기능
21:9 비율의 프리미엄 스크린
키보드, 마우스 망간 이동 기능
듀얼 PC 컨트럴 기능
최적의 곡률로 완벽에 가까운 몰입감
자유로운 화면 위치 조절
온스크린 컨트롤 등 간편한 조작 가능

식별번호 모델명 형식 크기 패널타입 해상도 PORT 기능 등록금액 조달

등록중 TR-MT27SBLED LED 27형 68.65cm VA Full TFT-LED 1920*1080 RGB, DVI, HDMI 틸트, 플리커프리, 블루스크린차단 기능 책정중

등록중 TR-MT35SBLED-PB LED 35형 89cm VA WQUD-LED, Curved 3440*1440 DP*1, HDMA*2
스위블, 틸트, 엘리베이션, 플리커프리,

블루스크린차단 기능
책정중

2대의 모니터 화면을 21:9 모니터 화면 하나로

35형 4K UHD 울트라 와이드 커브드 화면 분할 모니터

마침내, USB 선택적 자동 인식 차단 기능을 탑재한

4K 듀얼모니터 지원 KVM 스위치의 탄생!

USB 선택적  자동인식 차단!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 자동 지정 기능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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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모델명 특징 광학센서 버튼수 연결방식 사용 시스템 선택 색상

Fingerprint Mouse TR-MOUP3K 지문인증 마우스 n198 / 3200dpi 3 USB(2.0 or 3.0) Windows 7 이상 상위 버전 흑 / 백

손끝으로 터치만 하면 0.05초만에 복잡한 비밀번
호 입력없이 빠르게 윈도우에 로그인 할 수 있으
며, 자리를 비울 때는 바로 화면을 잠그고 바로 해
제할 수 있어 일일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번거로
움이 사라집니다.

지문 인증으로 각각의 윈도우 시스템 계정에 로그
인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 중요 정보 보호, 퇴근 
후 한번의 클릭으로 일반 시스템으로 전환이 가능
하여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3200dpi를 지원하는 테트라 지문인증 보안 
마우스는 섬세하게 감도를 조절할 수 있고, 모든 
KVM Switch와 폭넓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
다.

손바닥 곡선을 맞춘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마우
스 사용 시 편안하게 감싸쥐는 자연스러운 형태가 
됩니다. 학습 및 작업, 게임을 할 때도 피로도가 적
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 특허 기술 시스템 계정 전환도 손쉽게...

섬세한 센서 그리고 호환성

편안한 손바닥 맞춤 디자인0.05초의 빠른 인식률

컴퓨터를 켜면서 부터 시작되는 비밀번호 입력, 그리고 여러 기밀 문서들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보안에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안전에 대해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Tetra 생체 인식 보안마우스는 플래그쉽 지문 인식 특허 기술을 탑재해 지문인식센서에 
터치하면 안전하고 손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비밀 폴더사진 프라이버시

국정원 산하 인증기관 보안테스트 통과

국정원 산하 인증기관 보안 성적서 취득

지문 인식 잠금 해제로 더욱 안전하게 로그인 !
Tetra의 기술로 새로운 마우스 탄생 !

㈜테트라의 원격화상강의자동녹화 솔루션은 복잡한 조작이나 별도 보조 인원 없이
교수자의 강의와 교안자료를 동시에 실시간 녹화/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무인으로 양질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시스템입니다! 

Fingerprint Security Mouse
 생체인증 보안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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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산하 인증기관 보안테스트 통과

지문 인식 잠금 해제로 더욱 안전하게 로그인 !
Tetra의 기술로 새로운 마우스 탄생 !

㈜테트라의 원격화상강의자동녹화 솔루션은 복잡한 조작이나 별도 보조 인원 없이
교수자의 강의와 교안자료를 동시에 실시간 녹화/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무인으로 양질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시스템입니다! 

 

원격화상강의자동녹화 솔루션
 독보적인 장비와 기술을 탑재한 화상녹화 솔루션

화상카메라

대화면 빔 프로젝트

수업자동녹화 장비 및
전자칠판시스템

- 전자교탁 [옵션]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발생

교육기관 온라인 및 화상 교육 필요성 대두

복잡한 조작이나 별도 보조 인원 없이 교수자의 강의와 교안자료를 동시에 녹화/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무인으로 양질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시스템입니다. 

화면 컨트롤을 강의중 리모컨 터치 한번으로 빠르고 쉬운 화면 전환 가능하며, 최대 3개까지의 대상으로 스트리밍 가능하여 오프라인 강의 

내용을 그대로 웹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반복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터치 한번으로
빠르고 쉬운 화면 전환

최대 3개까지의 대상으로
스트리밍 가능

PC 연결제외
총 3대 카메라 연결 가능슈퍼추적 - 무대, 모든 위치, 영역 추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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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화상강의 자동녹화 솔루션
 독보적인 장비와 기술을 탑재한 화상녹화 솔루션

자동추적카메라

원터치 리모콘

  Tetra-원격화상강의자동녹화 솔루션

돔 카메라

수업자동녹화 스트리밍 박스

무선 마이크

MAX,1080P
60/30 fps 녹화지원

일정관리

최대 4개의 창
레이아웃 및 믹싱지원

IP주소로 소프트웨어
바로 접속 가능

1TB HDD
스토리지 내장

고급 화면 전환

화면 크기 조정

HDMI 내장
오디오 지원

4채널
오디오 지원

최첨단 IT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이 조화된 스마트 칠판!
판서는 멋지게, 지우기는 편하게!!

1080P
60/30fps

IP

1TB HDMI

4 Ch

식별번호 품명 전자칠판 강사용 카메라 학생용 카메라 강의녹화장치 리모콘 무선 마이크 제안가

등록예정 원격강의 65"  VC-TR1 JWC-D8D LC200 LC-RC01U CVM-WM100 22,500,000

등록예정 원격강의 75"  VC-TR1 JWC-D8D LC200 LC-RC01U CVM-WM100 26,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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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tra-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전자칠판)

스마트보드로 만나는
효과적인 회의

빠르고 간편한 시작
놀라운 변화

스마트 리얼 라이팅
실시간 의사 결정

파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쓰고 저장

인터랙티브 65"/75" 화이트보드(전자칠판)
 선명하고 압도적인 화질의 화이트 보드

최첨단 IT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이 조화된 스마트 칠판!
판서는 멋지게, 지우기는 편하게!!

한번의 터치로 회의가 시작되고 여럿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쉽게 공유함으로써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의사소통은 빠르고 명확해 집니다. 스마트보드와 함께 업무 

효율 및 생산성 향상되는 스마트한 회의를 경험하세요.

전면 핫키를 터치하면 바로 동작하고, 자주쓰는 펜 색 변경이나 

이전페이지로 이동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자료를 출력해 오거나 빔프로젝터에 노트북을 연결할 

필요없이 바로 USB 메모리를 꽂거나 클라우드에서 자료를 열어 

위에 바로 의견을 나누고,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판서 기능이 적용되어 마치 종이에 쓰듯 

자연스럽고 빠르게 쓰고자 하는 그대로 표현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같은 화면을 보고 의견을 나누어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보드에 가장 최적화된 미팅메이트 소프트웨어에 기능이 

추가되면 즉시 자동업그레이드가 지원되어 비용 부담없이 쉽게 

최신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문서, 그림 등 어떠한 파일 위에도 마음껏 쓰고 

그대로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구분 품명 화면크기 검출방식 재질 해상도 판서도구 인터페이스 제안가

65"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163.9cm IR센서 스틸/유리 3840x2160 손터치 USB 3,000,000

75"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189cm IR센서 스틸/유리 3840x2160 손터치 USB 3,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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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교탁
 사용자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전자교탁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대학교, 회의실, 세미나 실 등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최첨단 멀티미디어 솔루션!

손터치 겸용 펜 태블릿 듀얼 모니터 채택!
- 고성능 전용펜과 터치 입력을 모두 사용 가능!

다양한 콘텐츠가 담긴 소프트웨어 탑재!
- 판서 소프트웨어 V-Note 무상제공!

다양한 주변기기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통합 컨트롤러!
- 스크린, 프로젝터, 음향, 조명 등 다양한 기기들을 편리하게 제어 가능!

고성능의 무선마이크와 앰프 제공!
- 선명하고 뚜렷한 음질의 출력 보장!

튼튼한 재질과 전동형 모니터 각도 조절 가능!
- 충격에 강하고 우수한 내구성의 철재 바디, 모니터 각도의 다양한 조절!

  Tetra-전자교탁

식별번호 모델명 모니터 통합 컨트롤러 마이크 엠프 S/W 등록금액

등록예정 VS-250E 22" 손터치 겸용 펜 태블릿 듀얼모니터 AMC-8000
TAMSORi SOLO 2ch

무선마이크
디지털 앰프

TAMSORi S2
V-NOTE 판서

소프트웨어
4,840,000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 재현하는 캐논 고성능 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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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프로젝터
 고화질, 고성능 빔 프로젝터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대학교, 회의실, 세미나 실 등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최첨단 멀티미디어 솔루션!

Full-HD 해상도 지원(WUXGA)
원본 그대로의 디스플레이 재현

Full-HD 해상도 지원(WUXGA)
원본 그대로의 디스플레이 재현

편의성의 더한 AUTO(자동) 기능 강화
입력 소스 검색, 자동PC조정, 자동 키스톤 등을 포함하는

자동 설정 기능 (AUTO Setup)

다양한 키스톤 보정 기능 제공
사다리꼴 교정이 가능하여 왜곡 없이 투사가 가능

듀얼 HDMI 단자 지원
영상과 음향을 함께 전송하여 별도의 장치가 필요없이 간편하게 사용 가능

  Tetra-빔 프로젝터

식별번호 모델명 스크린 밝기 구동방식 렌즈초점거리 해상도 명암비 등록금액

23637997 GL-955FHD 5500ANSI LCD F 1.65~2.25 / f= 18.20~29.38mm WUXGA (1920x1200) 20000:1 3,190,000

23527126 GL-970FHD 7000ANSI LCD F:1.8~2.6, f=24.0mm~43.2mm WUXGA(1920×1200) 2500:1 8,300,000

23301216 GL-767FHD 6700ANSI LCD F:1.8~2.6, f=24.0mm~43.2mm WUXGA (1920x1200) 2500:1 7,370,000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 재현하는 캐논 고성능 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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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T360PB
 휴대용 블랙박스 카메라

목에 간편히 착용하여 전방/후방을 녹화할 수 있는 휴대용 블랙박스!

  Tetra-Wearable Camera

두 손의 자유로움!

간편한 착용 및 조작!

정밀 설계, 인체공학적 디자인 적용!

고급 칩셋 탑재!

연속촬영 기능!

블루투스 및 무선LAN 지원!

전용 App 연동 지원!

64GB 내장 메모리 + 외장 메모리 지원!

점차 증가하는
폭언, 폭행 등의
악성 민원!
FITT360PB로
방지하세요!!

H/W
스펙

카메라화질  Full HD * 3EA * 30FPS

배터리  3시간 / 10,000mAh 보조배터리 연결 시 14시간

저장공간  내장 메모리 64GB + 외장 최대 128GB 지원

화각  약 126도 * 3 EA

마이크  DMIC

스피커  마이크로 스피커

연결  블루투스 5.0

충전  USB C-Type (완충 2시간 이내)

기타기능  블루투스 이어셋 지원 (별매)

인증
 KC, 무선인증, 전자파흡수율 인증
 전자파 적합성 인증, IK 인증, 방수 IPX4 인증

S/W
스펙

모바일앱  FITT360PB

기능  설정, 용량 확인 등

방음 성능과 개방감까지 갖춘 효율적인 부스,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까지!!
VR체험, 코인노래방, 방송 스트리밍 등 독립된 힐링공간으로 활용 가능!!

식별번호 품명 모델명 카메라 화질 배터리 연결 충전 저장공간 제안가

등록예정 웨어러블 카메라 FITT360 PB 최대 3840x1280 3시간 블루투스 완충 2시간 내장 64GB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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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부스
 완벽한 방음과 개방감 제공

목에 간편히 착용하여 전방/후방을 녹화할 수 있는 휴대용 블랙박스!

  Tetra-스튜디오 부스

방음 성능과 개방감까지 갖춘 효율적인 부스,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까지!!
VR체험, 코인노래방, 방송 스트리밍 등 독립된 힐링공간으로 활용 가능!!

고강도 알루미늄 프레임적용
특허청 등록 특수설계 방음부스

식별번호 품명 규격(m*m) 녹화 통합 콘트롤러 녹화장치 타블렛 무선마이크 제안가

등록예정 스튜디오 부스 3*2 PTZ 카메라 비디오 스위처 데스크톱 PC 22인치 CVM-WM100 19,500,000

등록예정 스튜디오 부스 4*2 PTZ 카메라 비디오 스위처 데스크톱 PC 22인치 CVM-WM100 22,500,000



본사 & Lab Center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61, 4층 (주)테트라
서울사업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38, 3층 331호

테트라 고객센터 : 1899-4709 대리점 모집 : 02-2202-0503

전화 : 02.2202.0503
팩스 : 02.716.3313

Home : www.oktetra.com
Tetra : www.gotetra.com

(주)테트라

Homepage : www.oktetra.com
Instagram : tetra_official_account
Blog : blog.naver.com/tetra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