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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TIZ X1 울트라 러기드 스마트폰 출고 
 

(리드최핑, 스웨덴 2013년 12월 19일 PRNewswire=연합뉴스)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 PDA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 

Handheld Group 이 Nautiz X1 출고를 시작했다. 큰 기대를 받고 있는 Nautiz X1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기업 스마트폰이다. 방수, 방진, 충격 방지는 물론, 

극단적인 온도도 견딜 수 있으며, 동시에 얇고 가벼워 일과 놀이에 맞도록 

스마트하게 설계됐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4174-handheld-ultra-rugged-smartphone-now-shipping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31219/659062 ) 

 

Nautiz X1은 현재 전 세계 고객들에게 배송 중이다. Handheld의 울트라 러기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으며, 첫 배치는 이미 매진된 상태다.  

 

Nautiz X1은 러기드 및 울트라 러기드 PDA와 스마트폰으로 구성된 Nautiz 제품 

라인에 속한다. Nautiz X1의 IP(Ingress Protection) 등급 

[http://www.handheldgroup.com/regions/worldwide/what-is-rugged.asp ]은 IP67인데, 이는 

Nautiz X1가 완전 방진 및 방수이며, 잠수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Nautiz X1은 

습도, 진동, 충격 및 극단적으로 높고 낮은 온도와 관련된 엄격한 MIL-STD-810G 

군사 테스트 기준도 통과했다. 

 

Handheld Group 제품 관리자 Johan Hed는 “러기드 컴퓨터를 전문으로 하는 자사는 

고객들이 자사의 모든 제품이 안팎으로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Nautiz X1도 예외가 아니며, 울트라 러기드 

컴퓨터의 신뢰도와 튼튼함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은 

점점 항상, 어느 곳에서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환경이나 

날씨 조건에 상관없이 이동성과 접속성을 기대한다”면서 “Nautiz X1 울트라 

러기드 스마트폰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생존할 제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Handheld Group CEO Jerker Hellström은 “Nautiz X1은 역사상 가장 튼튼한 

스마트폰”이라면서 “끊임없는 접속성을 원하는 현장 전문가와 야외 애호가들 

사이에서 진정한 러기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Nautiz X1에 

대한 시장 반응이 뜨거워 기쁘다”고 말했다.  

 

Nautiz X1은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으로, 무게가 180그램(6.3온스)도 되지 않는다. 

4인치 특수 용량성 터치스크린은 햇빛 아래서도 읽을 수 있으며, 내구성이 매우 

우수한 Gorilla(R) 글래스를 사용했다. 강력한 1 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와 1 GB 

램을 바탕으로 블루투스, 와이파이, 나침반, 전문 u-bloxGPS 및 5메가픽셀 



 

 
Handheld Group AB Tel +46 510 54 71 70        info@handheldgroup.com 
Kinnegatan 17 A  Fax +46 510 282 05     www.handheldgroup.com 
531 33 Lidköping, Sweden      
 
 

 

카메라를 제공한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4.0(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이나 

윈도우 임베디드 핸드헬드 6.5이며, GSM와 CDMA 네트워크 모두를 사용한다. 

배터리 옵션이 다양해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하루 종일 작업할 수 있다.  

 

Nautiz X1 러기드 스마트폰 프레스 이미지 

 

Nautiz X1 영상 

 

Nautiz X1 주문 방식에 관한 정보는 Handheld, 지역 IT 공급업체 또는 지역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한다.  

 

유용한 링크 

Nautiz X1 제품사양 

Nautiz X1 프레스 이미지 

Nautiz X1 영상 

Handheld Group 

Handheld 제품 라인업 

러기드란? 

 

트윗 하기: Handheld NAUTIZ X1 울트라 러기드 스마트폰 출고 http://bit.ly/1gtl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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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andheldgroup.com 에서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