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dheld, 성능이 향상된 새 Algiz XRW 울트라 러기드 노트북 버전 출시 

 

(리드최핑, 스웨덴 2013년 1월 24일 PRNewswire=연합뉴스)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 PDA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Handheld 

Group[http://www.handheldgroup.com/regions/worldwide/ ]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자사의 Algiz XRW[http://www.handheld-us.com/regions/us/algiz-xrw.asp ] 러기드 

노트북의 새 버전을 출시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업데이트된 Algiz XRW는 기존 

버전보다 훨씬 더 빠를 뿐만 아니라, RAM 용량이 두 배나 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58678-Handheld-launches-updated-notebook  

 

새로 나온 Algiz XRW는 날렵하고, 가벼운 소형의 풀 러기드 노트북으로서 

현장에서 전례없는 성능을 보여준다. 10.1인치 터치스크린 화면은 MaxView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야외 조건에서도, 심지어 직사광선 하에서도 뛰어난 화면 

선명도와 밝기를 자랑한다. Algiz XRW는 시중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크기가 

작은 러기드 노트북 중 하나로서, 무게는 겨우 1.5킬로그램(3.3파운드)밖에 안 

된다.  

 

새 Algiz XRW의 기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빠르고 강력한 N2600 1.6 GHz 듀얼코어 인텔(R) 아톰(TM) 프로세서 

- 더 커진 128GB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 두 배 확장된 DDR2 RAM 4 GB 메모리 

- 더욱 뛰어난 현장 성능을 위해 새로 최적화된 통합 u-blox GPS 

- TPM 칩셋 보드로 향상된 데이터 보안 

- 옵션 Gobi(TM) 3000 기술의 업데이트 버전 적용 

 

Handheld Group의 제품 책임자인 Johan Hed는 “새로운 Algiz XRW 버전은 기존 

버전들보다 훨씬 빠르고 성능이 우수하다”면서 “새 아톰 프로세서 역시 매우 

인상적이다. 강력한 것은 물론 기존 모델보다 거의 두 배나 빠르면서도 에너지 

효율성은 높고, 배터리 수명은 길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캐시와 RAM 

메모리도 확대됐고, 그래픽도 향상됐으며, GPS 성능도 최적화됐다. 덕분에 새 

Algiz XRW는 동급 최고의 모바일 컴퓨터 장치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모든 기능을 갖춘 경량의 Algiz XRW는 다양한 모바일 역량을 제공한다. 많은 

제품들이 특별 기능으로 추가하는 블루투스, WLAN 및 GPS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내장 2메가픽셀 자동 포커스 카메라는 현장에서 화상 회의를 

지원한다.  

 



키보드와 마우스 터치패드는 완전 밀봉됐으며, 두 개의 LED 조명으로 빛을 

낸다. 모래, 먼지 및 물 보호 등급 IP65를 획득했으며, 1.2m 낙하 테스트를 

포함해 MIL-STD-810G 러기드 테스트를 통과했다. 또한 -20도 ~ 55도와 같은 

극한의 온도에서도 잘 견딘다.  

 

새 Algiz XRW는 강력한 N2600 1.6 GHz 듀얼코어 인텔(R) 아톰(TM) 프로세서, 

128GB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및 DDR2 RAM 4GB의 사양을 갖췄다. 일반 

사무실용 PC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7 울티메이트 운영체제로 구동되고, 

윈도우8 적용 준비를 마쳤다.  

 

옵션 3G 모뎀은 고속 GSM/UMTS/EVDO 데이터 전송을 지원한다. Algiz 

XRW에는 Gobi 3000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아무 무선 

주파수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57.6 Wh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8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Handheld의 나머지 러기드 PDA, 스마트폰 및 모바일 컴퓨터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Algiz XRW 역시 광산, 지구측량, 물류, 임업, 대중 교통, 건설, 

공공시설, 유지관리, 군대 및 보안과 같은 거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설계됐다.  

 

새 Algiz XRW는 지금 바로 주문이 가능하며, 2013년 2월말부터 배송이 

시작된다. 

 

유용한 링크 

Handheld Group [http://www.handheldgroup.com/regions/worldwide/ ] 

Algiz XRW [http://www.handheldeurope.com/regions/eu/algiz-xrw.asp ] 

Algiz XRW 

이미지[http://www.handheldeurope.com/regions/eu/images.asp#algizxrw ] 

Handheld 제품 라인업[http://www.handheldeurope.com/regions/eu/product-

overview.asp ] 

러기드니스 소개 [http://www.handheldeurope.com/regions/eu/what-is-rugged.asp ] 

 

트윗: Handheld, 개선된 새 Algiz XRW 러기드 소형 노트북 버전 출시 

http://www.handheldgroup.com/regions/worldwide/press-releases-view.asp?id=1219  

 

Handheld 소개 

Handheld Group은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 PDA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다. 

Handheld와 전 세계 Handheld 파트너들은 지구측량, 물류, 임업, 공공 운송, 공공 

시설, 건설, 유지관리, 광산, 군대 및 보안과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에게 

완전한 모바일 솔루션을 공급한다. 스웨덴의 Handheld Group은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호주 및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관련 추가 

정보는 http://www.handheldgroup.com을 참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