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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은 두 배, 가격은 그대로 (리드셰핑, 스웨덴 2013년 8월 27 일 PRNewswire=연합뉴스) 

급성장중인 모바일 컴퓨터, PDA, 스마트폰 제조사 Handheld Group[ 

http://www.handheldgroup.com/regions/worldwide/ ]이 오늘 자사의 인기 모델 Algiz 7[ 

http://www.handheld-us.com/regions/us/algiz-7.asp ] 러기드 태블릿 PC의 새로운 버전 

출시를 발표했다. 전작보다 월등히 빠른 이 신형 Algiz 7은 넉넉해진 저장공간과 향상된 보안, 

한층 빨라진 통신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30822/634274 ) 
 

멀티미디어 배포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2399-Handheld-new-version-Algiz-7-tablet  

 

이 강력한 Algiz 7 태블릿 PC는 작고 가벼우면서 빠르다. 튼튼하고 강력하면서도 가벼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견고한 제품을 찾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딱 맞는 다양한 연결 옵션과 폭넓은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습도, 진동, 충격, 극한기온 등에 대한 엄중한 MIL-STD-810G 군용 표준을 

충족시킨 Algiz 7은 IP65 등급으로 먼지 및 물의 침투에도 강하다. 
 

새로운 Algiz 7은 오늘부터 판매되며, 이전 버전에 비해 아래와 같은 개선사항이 적용됐다. 
 

* 빠르고 강력한 인텔 N2600 1.6GHz 듀얼 코어 ATOM 프로세서 

* 4 GB DDR3 RAM으로 확장된 메모리 

* 복구 파티션이 탑재된 128GB SSD SATA II로 넉넉해진 저장 공간 

* 2개의 mPCIe 슬롯으로 향상된 확장성 

* 10/100/1000 이더넷(기가비트)  

* TPM 칩셋 보드(칩 1.2)로 추가된 데이터 보안 

* 무선 Gobi 3000 기술의 업데이트 버전으로 더욱 빨라진 통신 속도 

* 500만 픽셀 카메라 

* 다중 안테나(2개의 안테나)로 넓어진 유효범위 

 

Handheld Group의 대표이사인 Jerker Hellström은 “새로운 Algiz 7에 상당 부분이 

향상됐다”며 “더 넉넉해진 저장공간, 아주 빠른 프로세서, 향상된 보안, 더 좋은 카메라와 

통신성능 등을 기존 버전의 Algiz 7의 가격대를 유지하며 향상시켰다. 이 제품은 전문가 수준의 

현장 기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태블릿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Algiz 7의 무게는 약 1.1kg이며, 7인치 와이드 터치화면은 태양빛을 맞받는 야외 환경에서도 

눈부신 밝기를 제공하는 새롭고 독특한 MaxView 기술이 적용됐다. 최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7 

얼티메이트 운영체제로 구동되며, GPS 네비게이션 기능이 내장돼 있다. 
 

Handheld의 나머지 러기드 PDA, 스마트폰 및 모바일 컴퓨터 라인업[ 

http://www.handheldeurope.com/regions/eu/product-overview.asp ]과 마찬가지로 Algiz 

7 역시 광산, 지구측량, 물류, 임업, 대중 교통, 건설, 공공시설, 유지관리, 군대 및 보안과 같은 

거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설계됐다. 
 

새 Algiz 7은 바로 주문 및 배송이 가능하며, 가격변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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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giz 7[ http://www.handheldeurope.com/regions/eu/algiz-7.asp  ] 

Algiz 7 이미지[ http://www.handheldeurope.com/regions/eu/images.asp#algiz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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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view.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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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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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handheldgroup.com 에서 조회할 수 있다.  
 

Sofia Löfblad, Marketing Director, Handheld Group, Sweden: +46-510-54-71-70, Email: 
s.lofblad@handheldgroup.com 
 
Amy Urban, Marketing Director, Handheld-US, USA: 541-752-0319, Email: a.urban@handheld-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