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dheld, 우수한 화면 크기와 햇빛 가시성 자랑하는 신형 울트라-
러기드 PDA NAUTIZ X8 출시 
 
(리최핑, 스웨덴 2014년 9월 17일 PRNewswire=연합뉴스)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를 
제조하는 굴지의 기업 Handheld Group[http://www.handheldgroup.com/ ]이 신제품 
NAUTIZ X8 [ http://www.handheldgroup.com/en/rugged-computer/handheld-
pda/nautiz-x8 ] 러기드 PDA를 출시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NAUTIZ X8은 처리 역량, 
화면 성능 및 배터리 수명이 우수한 핸드헬드 컴퓨터로, 주로 GIS, 토지 측량, 공공 
안전, 임업 및 군사 부문에서 거친 현장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2762537-handheld-launches-nautiz-
x8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40917/706245 ) 
 
Nautiz X8은 가장 거친 환경에서도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한 IP67 진입 보호 등급[http://www.handheldgroup.com/en/why-
rugged-handheld-computers/what-is-rugged/ ]을 획득했기 때문에 먼지와 
모래로부터 완전한 보호 기능을 발휘하고, 물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Nautiz X8은 전반적인 내구성 및 습도, 충격, 진동, 낙하, 소금, 극단적인 온도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하는 엄격한 MIL-STD-810G 군사 테스트 기준 [ 
http://en.wikipedia.org/wiki/MIL-STD-810 ]도 통과했다.  
 
역동적인 새로운 핸드헬드 컴퓨터인 Nautiz X8에는 고성능 Texas Instruments 4470 
듀얼코어 1.5GHz 프로세서가 채택됐다. 또한 1GB RAM, 4GB iNAND Flash가 탑재됐으며, 
5200mAh 리튬-이온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최대 1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Nautiz 
X8에서는 안드로이드 4.2.2나 윈도우 임베디드 핸드헬드 6.5.3의 두 가지 운영체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Nautiz X8은 화학 강화된 Asahi Dragontrail [ 
http://en.wikipedia.org/wiki/Dragontrail ] 글래스를 바탕으로 대형 4.7인치 
초고휘도 용량성 멀티터치 화면을 장착한 덕분에, 어떤 현장 조건에서도 최상의 밝기와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Nautiz X8의 무게는 490g(17.3 
온스)이다.  
 
Nautiz X8은 전용 u-blox GPS 수신기, 블루투스 2.0 및 802.11b/g/n WLAN 기능을 
비롯해 GSM/UMTS나 CDMA폰 데이터 전송을 통한 연결성을 제공한다. 오토포커스와 LED 
플래시가 장착된 8메가픽셀 내장 카메라는 신속하고 간단하게 시각 데이터를 캡처한다. 
Nautiz X8에는 또한 개방 아키텍처 외에 센서, 무전기 및 기타 부가물 같은 하드웨어 
연결을 추가로 허용하는 익스텐션 캡 시스템도 설치돼 있다.  
 
Handheld Group CEO Jerker Hellström은 “신제품 Nautiz X8은 인체공학과 디자인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우수한 내구성, 연결성, 처리 역량 및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러기드 핸드헬드 컴퓨터”라면서 “Nautiz X8의 용량성 터치스크린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범주를 형성한다. 이는 매우 밝고, PDA치고는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거친 
사용을 견딜 수 있도록 화학 강화됐다. 전 세계 현장 직원들은 이 새로운 PDA와 사랑에 
빠지고, 그에 합당한 엄한 사랑으로 새로운 PDA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품 Nautiz X8 주문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첫 배송은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Nautiz X8 러기드 핸드헬드는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WEFTEC와 베를린에서 열리는 
INTERGEO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유용한 링크 
NAUTIZ X8 제품사양 [ http://www.handheldgroup.com/en/rugged-
computer/handheld-pda/nautiz-x8/ ] 
Handheld Group [ http://www.handheldgroup.com/ ] 
Handheld 제품 라인업 [ http://www.handheldgroup.com/en/rugged-computer/ ] 
러기드란? [http://www.handheldgroup.com/en/why-rugged-handheld-computers/] 
이벤트 목록 [ http://www.handheldgroup.com/en/rugged-computing-news-and-
events/handheld-events/ ] 
 
트윗하기:  
Handheld, 우수한 화면 크기와 햇빛 가시성을 자랑하는 신형 울트라-러기드 PDA NAUTIZ 
X8 출시, http://www.handheldgroup.com/nautiz-x8  
 
Handheld 소개 
Handheld Group은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 PDA 및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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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2762537-handheld-launches-
nautiz-x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