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dheld, 이동성 근로자를 위한 러기드 컴퓨터 신제품 Nautiz X4 출시 
 
(리드최핑, 스웨덴 2014년 2월 18일 PRNewswire=연합뉴스) 굴지의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 Handheld Group[http://www.handheldgroup.com/ ]이 신제품 Nautiz X4 
러기드 핸드헬드를 출시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Nautiz 
X4[http://www.handheldeurope.com/regions/eu/nautiz-x4.asp ]는 이동성 근로자를 위한 
다목적 소형 핸드헬드 컴퓨터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을 
지원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5001-handheld-nautiz-x4-rugged-computer 
 
Nautiz X4는 효율적인 현장 데이터 수집에 최적화된 소형 경량 러기드 핸드헬드 컴퓨터로, 
창고업, 물류, 운송, 공공시설, 현장 서비스, 보안 및 공공안전 같은 산업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이동성 근로자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설계 및 개발됐다.  
 
크기 156 x 74 x 25.5mm(6.1 x 2.9 x 1.0인치), 무게 330g(11.6온스) 밖에 안 되는 Nautiz 
X4는 진정한 인체공학적 작업 도구이자, 러기드 장치 부문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핸드헬드 컴퓨터 
중 하나다. Nautiz X4는 까다로운 업무 환경에서 믿을 수 있는 컴퓨팅을 위해 햇빛에서도 읽을 수 
있는 고휘도 저항성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며, 정확한 초고속 스캐닝과 바코딩 작업을 위해 고성능 1D 
레이저 스캐너나 2D 화상 촬영기를 장착한다. Nautiz X4에는 또한 5MP 오토 포커스 카메라와 LED 
플래쉬도 장착돼 있다.  
 
Nautiz X4는 IP65 Ingress Protection 
등급[http://www.handheldgroup.com/regions/worldwide/what-is-rugged.asp ]을 
받았는데, 이는 Nautiz X4가 먼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방수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Nautiz 
X4는 폭우 속은 물론 먼지가 많은 작업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먼지가 묻은 경우 물로 
씻어낼 수도 있다. 또한 Nautiz X4는 엄격한 MIL-STD-810G 군사 테스트 
기준[http://en.wikipedia.org/wiki/MIL-STD-810 ]도 통과했다. 이 기준은 습기, 충격, 
진동, 낙하, 염분 및 극단적인 온도에 대한 저항성과 전반적인 내구성을 평가한다.  
 
Handheld Group CEO Jerker Hellstrom은 “모바일 데이터 수집은 온갖 종류의 날씨 속에서 
장시간에 걸쳐 야외를 비롯한 창고에서 이뤄진다”면서 “날씨 조건은 추울 수도 있고, 비나 눈이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장 직원은 열악한 날씨 조건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공학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컴퓨팅 도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자사는 궁극적인 
이동성과 진정한 현장 기능성을 편리한 패키지에 통합하고,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 책정된 새로운 
러기드 핸드헬드 컴퓨터 Nautiz X4를 출시한다”며 “Nautiz X4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이동성 
근로자들이 확실하게 선택하는 제품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Nautiz X4 러기드 핸드헬드 컴퓨터에는 전문 등급 내비게이션 기능성을 제공하는 통합 u-blox 
GPS 수신기가 장착돼 있으며, 고성능 3G 및 우수한 와이파이 같은 다양한 접속성 옵션을 제공한다. 
고속 1GHz 프로세서, 512MB RAM 및 1GB 플래쉬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며, 해당 업계에서 전문 
사용자들이 선택하며 Microsoft Office Mobile이 포함된 운영체제인 Windows Embedded 
Handheld 6.5에서 구동된다.  
 
안전 거래와 티켓 확인을 위한 Nautiz eTicket Pro II  
 
Handheld는 새로운 전자 티켓팅 장치 Nautiz eTicket Pro 
II[http://www.handheldeurope.com/regions/eu/nautiz-eticket-pro-II.asp ]도 
출시한다. Nautiz X4와 같은 플랫폼에서 구축된 Nautiz eTicket Pro II는 구체적으로 공공운송 
부문의 전문가들을 위해 개발된 효율적인 전자 요금수금 및 티켓확인 장치다. Nautiz X4와 사양 
및 기능성이 동일한 이 제품은 안전한 거래와 티켓 확인을 위해 
Arcontia[http://www.arcontia.se/ ]의 첨단 스마트카드 리더를 장착했다. Handheld는 



지금까지 멜버른, 프라하 및 헬싱키의 공공운송기관에, 그리고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국립철도에 
전자 티켓팅 제품을 공급해왔다.  
 
Nautiz X4 러기드 PDA와 Nautiz eTicket Pro II는 2월 18-20일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리는 
연례 IT-TRANS[http://www.it-trans.org/en/home/homepage.jsp ]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매체는 Handheld에 연락해 인터뷰와 시범 요청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신제품 주문은 
당장 가능하며, 배송은 3월말부터 시작된다.  
 
유용한 링크 
Nautiz X4 제품사양[http://www.handheldeurope.com/regions/eu/nautiz-x4.asp ] 
Nautiz eTicket Pro II 사양[http://www.handheldeurope.com/regions/eu/nautiz-
eticket-pro-II.asp ] 
Nautiz X4 프레스 이미지[http://www.handheldgroup.com/regions/worldwide/press-
images.asp ] 
Handheld Group[http://www.handheldgroup.com/regions/worldwide/ ] 
Handheld 제품 라인업[http://www.handheldeurope.com/regions/eu/product-
overview.asp ] 
러기드란?[http://www.handheldeurope.com/regions/eu/what-is-rugged.asp ] 
 
트윗하기: 
Handheld, 이동성 근로자를 위한 궁극적인 러기드 장치 신제품 Nautiz X4 출시 
http://bit.ly/1fZBG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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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에서 조회할 수 있다. 
 
출처: Handheld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