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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Virtualization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디바이스라도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실행할 수 있으며
기존 VDI기술 보다 향상된 최신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사용하는 보편적인 기술은 VDI방식입니다
(주)테라클론의 최신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기술은 일반 사용자 환경에서 전용 에이전트 로그인 한 번으로 사전에 지정된
프로그램 및 사용자 환경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프로필

사업분야

주요고객

대표이사 : 김 효 구
사업분야 : 어플리케이션 / 데스크톱
가상화, 콘솔스위치, 문서중앙화 외
설립일자 : 2009년 11월 4일
홈페이지 : www.teraclone.com

데스크톱 가상화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시리얼 디바이스 서버(콘솔스위치)
자료통합관리솔루션
teraSMART PC/teraSMART DISK

kt 및 kt그룹사
현대모비스, 현대상선,
한국타이어, LG전자/생명과학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두산인프라코어, 새마을금고
재능교육, KAIST, 성모병원
이화여대, 장안대학교 외 다수

Installation-free magic

Anywhere, Anytime

Security Login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절감
최신 가상화 기술 적용

언제 어디서나 어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실행가능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격 액세스에 대한 안전한 보호

(주)테라클론은
데스크톱/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자료통합관리솔루션, 콘솔스위치를
개발/공급하고 있는 IT전문 회사로서, 기업/ 공공/ 대학 등에 IT컨설팅/ 자문/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테라클론은 언제나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최우선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 하드웨어 자산 관리가 용이함
· 어플리케이션 관리가 쉬움
· 데이터 보안 및 백업관리 용이
· 중앙 집중관리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용이
· 하드웨어 도난 방지 피해 절감

효율적
(Effective)

친환경적
· 넓고 쾌적한 작업공간
· 유해 전자파 감소
· 전자폐기물 감소
· 저소음, 저발열 환경구축

경제적
· IT 예산의 대폭 절감
· 전력 에너지 절감
· 고장률 감소 등으로 통합유지
· 보수비 절감
· 인터넷 라인 수 절감
· TCO의 획기적 절감
(25~50% 가능)

VISION
경제적
(Economic)

쉬운 유지관리
사용자가 필요한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서버에 등록된 응용프로그램들은 지정된 사용자
가 전용 에이전트로 로그인시 자동으로 서버와 동기화되어 사용자
에게 지정된 응용프로그램을 즉시 사용 가능

시간과 비용 절감
친환경적
(Eco-friendly)

각종 소프트웨어를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단 한 번만 설치하면 사용
자 수에 상관없이 바로 사용. 추가적인 재설치 없이 빠르게 업무환경
을 구축. 각종 소프트웨어가 요구하는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운용비용 크게 감소

최신 어플리케이션 가상기술 적용
기존 VDI방식이 아닌 최신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구동

간편한 사용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데스크톱 환경에서 관리자가 미리 정해놓은 어플
리케이션 환경을 로그인 한 번으로 빠르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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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 Virtualization

L-series Family
Feature

데스크톱 가상화

L130

L230

L250

L300

L350

Full Screen Video

●

●

●

High availability login

●

●

●

Rapid Deployment Tools

●

●

●

24-bit color depth

●

●

●

●

Microphone port

●

●

●

●

1440 x 900

1440 x 900

1440 x 900

1920 x 1080

1920 x 1200

Video port

VGA

VGA

VGA

VGA

DVI-D

Maximum Users per host*

Maximum display resolution

주요특징

OS 지원사항

NComputing Numo SoC 탑재
1 Host 기준 최대 100명 User 연결
1920 * 1200 DVI 해상도 지원
3 ~ 5W 전력 소모
4 USB 2.0 Ports
사용자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능 지원

Windows XP | 7 Pro | 8.1 Pro
Windows Multi-Point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03/2008/2012R2
ubuntu | Linux

100

100

100

100

100

Speaker output

●

●

●

●

●

Mounting bracket

●

●

Low power(3-5W)

●

USB peripheral support
Keyboard & Mouse Ports

기업의 그린컴퓨팅 환경을 위한 데스크톱 가상화, 컴팩트 사이즈, 쉽고 빠르게 데스크톱 가상화 및 그린 컴퓨팅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L-series는 Ethernet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Server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거리의 제한없이 설치 및 구성
이 가능한 제품으로 최대 100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Server(Host PC)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S/2

●

●

●

●

●

●

USB 1.1

USB 2.0

USB 2.0

USB 2.0

PS/2

USB 1.1

USB 1.1

USB 2.0

사용자 환경 최적화
1080p 품질의 Full Screen Video, 4개의 USB 포트, 고음질의 디지털 오디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환경에서 원하는 성능 및 유연성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Architecture

사용자 예산 맞춤형
L-series는 씬 클라이언트 또는 제로클라이언트의 가격 대비 성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가상 데스크톱 솔루션을 PC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Management

지속적인 관리 비용의 75% 및 사용 전력의 9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Thin Cients

L-series for vSpace

간편한 설치

< Model : L350 >

사무공간에서 필요한 워크스테이션의 수량에 상관없이 vSpace 통합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Model : L300 >
Power Switch
Speaker

쉬운 유지관리
L-series는 별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 없는 단말기입니다.

12V DC In

DVI-D digital video

(2) USB 2.0 ports
Microphone
(2)USB 2.0 for keyboard & mouse

(2) Remote USB 2.0
Microphone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장치 상에서 관리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드라이버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10/100BASE-T
Ethernet

Headphone

Power Switch

VGA Monitor

Keyboard&Mouse
10/100 Mbps ethernet

12V DC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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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ul SMART PC

It 's Small but Powerful!

초소형 스마트PC

작은 사이즈, 효율적인 공간 활용, 그린 컴퓨팅!

사무/오피스
전용

교육기관

인터넷
망분리

폭 넓은
활용성

teraSMART PC는 초소형 사이즈 구현으로 좁은 사무공간을 여유롭게 만듭니다
디스플레이 후면 탈부착 VESA Moun 지원, 손쉬운 설치 및 공간활용성이 우수합니다

Powerful SMART PC
최신 인텔 프로세서가 탑재된 초소형 스마트PC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사이즈로 설계되어 사무/오피스는 물론 교육기관, 인터넷 망분리용 등으로
폭 넓은 활용성을 자랑합니다.
USB 2.0

Industry Solutions

Headset&Mic-In

USB 3.0

교육/관공서/도서관/의료기관/숙박시설
IT 비용절감, 전력절감, 산업폐기물 감소, 편리한 유지보수,
전체적인 TCO 절감 등의 이유로 점점 더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반 사무업무, 휴게실
- 인터넷/도서검색/민원용
- 어학/프로그램 실습
- 데이터 입력용
- 회의실, 안내 디스플레이

중소기업
늘어나는 IT관련 TCO의 획기적인 절감, 저전력, 저발열, 산업폐기물 감소,
편리한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현재 수 많은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 사무용도, 제조/생산라인
- Particle Zero를 요구하는 환경
- ERP / MES / POP 등 데이터 입력을 위한 용도
- 보안을 위한 고객/인트라넷 등의 망분리
- 다양한 적용 환경(선박, 군함, 건설현장 등)
- 휴게실, 기숙사, 간단한 사용 등

Specifications
Model

TERA-SP8300

TERA-SPi3

TERA-SPi5

CPU

Intel x 5-Z8300 Processor

Intel Core i3 Processor

Intel Core i5 Processor

Memory

2GB

2/4/8GB

HDD

-

2.5" HDD Option(500GB/1TB)

SSD

Option(16/32/64GB)

Option(128/256/512GB)

ODD

Option

LAN

10/100/1000 Mbps

OS

Linux/Window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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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ul SMART PC

웹 서비스

최상의 문서통합 솔루션

백업폴더, 공유폴더가 웹으로도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

공유 채널
격이 다른 웹자료 공유 채널 지원
(ex. 언론사와 관공서 보도자료 송출)

특정 폴더 기능
게스트를 설정하여 특정 폴더를
통한 자료공유

자료 통합관리
소중한 데이터를 1년 365일 통합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하실 수 있
습니다. 또한 PC, 서버, 노트북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실시간 백업관리
하여 관공서,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학교등에 유용합니다.
강력한 기능과 하드웨어가 조합된 최상의 기업형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테라스토는 장소에 상관없이 내 백업폴더를 웹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웹하드처럼 폴더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원하는 파일만 콕 찝어서 웹하드로 보낼 수 있습니다

편리한 컴퓨터 동기화 / 다양한 싱크 설정으로 복잡한 업무를 간단하게 처리
사용자 데스크톱 및 노트북의 업무폴더가 설정을 통하여 실시간 동기화됩니다.
스마트 업무 환경 구현이 가능한 싱크 설정을 지원합니다.

실시간 자동백업 / 랜섬웨어, 악성코드로부터 확실한 보존
한번 설정만으로 1년 365일 실시간 자동 백업이 가능하여 기업의 소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호, 보존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백업

필터 백업

서버 백업

내 PC에서 사라진 자료를 복구해주는
히스토리 관리기능

원하는 종류의 자료만 처리하는
필터링 백업 기능

Unix, Linux 등 각종
서버 백업 기능

개인싱크

그룹싱크

자료 취합

개인이 사용중인 PC,
노트북의 업무폴더를 동기화

백업폴더, 공유폴더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로컬폴더로 자동
다운로드하여 자료 공유가 편리

특정 PC에 필요한 폴더 목록을 지정하여
싱크를 설정하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분류 및 저장

Specifications
모델명

간편한 파일공유

운영체제

웹 공유 모드 지원으로 외부협력기관 대용량 파일 공유 가능, 언제 어디서나 앞서가는 비지니스 라이프를 제공합니다.

CPU
메모리

싱크기능

보안형 웹하드

n개의 PC를 폴더동기화로 실시간
자동 다운로드 지원

보안형 웹하드기능으로
다양한 공유와 보안 제공

디스크 컨트롤러

일반적인 폴더 공유는 물론 백업 폴더 공유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보안형 웹하드 기능중 대용량 파일의 URL을 카피하여 간편하게 전송합니다.

●

스마트폰에서 요청된 파일도 간편하게 공유시킵니다.

●

외부기관과의 공동작업이 요구되는 경우 임시 조직도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자료 공유와 의사소통의 채널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의 구성이 자유롭습니다.)

AMD Quad-Core 3.2GHz
Max.~ 16GB
채널 SATA Ⅱ 컨트롤러 (SATA Ⅲ 옵션)

저장공간

8, 12, 16, 32TB

RAID지원

RAID-Level 5(6)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Terasto-Enterprise
임베디드 리눅스

전원공급장치
냉각시스템
폼 팩터
시스템 원격 진단 관리
제품보증

내장 듀얼 Gigabit Ethernet / 옵션 광 인터페이스
600W + CPU(옵션)
120mm(무소음)
미들타워(200x458x507), 랙마운트(500x120x600)
- CPU, 메모리, 팬 동작상태 및 성능 진단
- 디스크 진단 및 저장공간 사용량 90%이상 알림 기능
- 시스템 상태 및 예측 오류 자동 통보
1년 무상 보증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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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 Console Switch

Integrate Console Switch
통합콘솔스위치

주요특징
1 ~ 32 Port RS232, Console Port 지원
Telnet, SSH, SNMP 등 프로토콜 및 동시 사용자 접근 지원
최고 통신속도 921.6Kbps 지원
정전기 보호 ±15KV ESD 기능 지원
TX/RX LED를 이용한 통신 상태 표시
실시간 접근 사용자 모니터 및 장비 연결상태 표시

콘솔포트(RS232)가 있는 통신장비 / 방화벽 / 서버 / 전원제어장치 등을 원격지에서 장비의 콘솔포트에 직접 접속하여 장비를 제
어 또는 감시 관리 할 수 있도록 쉽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스위치입니다. 즉, 통합콘솔스위치는 콘솔포트(RS-232)를 사용하
는 모든 장치에 대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원격지에서 접근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어 및 감시를 지원 합니다. 또한 기본
적으로 보안 프로토콜(SSH/https)를 지원하며 다중 사용자 접속과 시스로그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보안
보안 시스템 모니터링
원격 CCTV관리시스템
주차장 출입감지 시스템
화재 원격 감시 시스템
출입통제 시스템

IT 및 통신
콘솔 원격 제어
통신장비 원격 제어
전력 콘트롤러 원격 제어
원격 관리PC 대체

관리자 PC

환경
원격 수질분석
미세먼지 모니터링
원격 환경관련 측정 장비
(온도,습도,이산화탄소 등)

허브

통합콘솔스위치
라우터 | 백본 | 스위치 | 서버 | 보안장비 | 전원장치

교통
가로등/경광등 제어시스템
버스정보 시스템
교통신호 제어장치

에너지
정류기 원격 감시장치
누전차단기 원격 관리
자동 원격 검침 시스템
전력 관리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라우터

허브

통합콘솔스위치는 다양한 장비의 시리얼 콘솔 포트를 통합하여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장비의 콘솔 포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외부에서 장비 콘솔에 접속하여 빠르게 장애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Specifications
TERA-SD101

TERA-CS801

TERA-CS160

TERA-CS180128

Serial Port

1Port (RS232)/Serial

8 Port (RS232)/RJ45

16Port (RS232)/RJ45

32Port (RS232)/RJ45

Baud rate

110bps ~ 460.8Kbps

110bps ~ 921.6Kbps

Communication
parameters

Parity: None,Even,Odd,Space,Mark
Data Bits: 5,6,7,8 / Stop:1,1.5,2

Flow control

CTS/RTS,XON/XOFF,DSR/DTR

Multi Sessions

Each serial port supports six(6) sessions

Network I/F

10/100Mbps(RJ45)

10/100Mbps(RJ45)

Dual 10/100Mbps(RJ45)

SFP Module

Not Support

Option

Option

Option

WIFI(EAP)

Option

Option

Option

Option

Protocols

TCP，UDP，IPV4，ARP，ICMP，DHCP，HTTP，SNMPV1/V2，NTP，SMTP，Telnet, SSHv2

Security

TELNET Local authentication / SSHv2 / Local user login authentication,
User authentication for each port / System log upload Syslog server
IP address filtering Log / MAC address filtering Log

Work Mode

Real Com Port, TCP Server, TCP Client, UDP, Pair Slave / Master, Telnet, SSH

Alarm

SNMP TRAP，EMAIL / Hot and cold start，Login failed，IP address change，
Administrator password change，Console Dropped

Status LEDs

Power, Link, Activity, Ready, Tx/Rx

Power

Input Voltage : AC 100V ~ 240V / Power Consumption : < 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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