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Newswire>Handheld, Algiz 10X 러기드 태블릿 주요 업그레이드 발표
(리드셰핑, 스웨덴 2015 년 2 월 4 일 PRNewswire=연합뉴스)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를
생산하는 굴지의 기업 Handheld Group[http://www.handheldgroup.com/ ]이 자사의 인기
제품 10X 러기드 컴퓨터에 주요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현장
전문가용으로
설계된
10
인치
태블릿
Algiz
10X[http://www.handheldgroup.com/algiz-10x/ ]는 새로운 윈도우 8 운영체제와 더불어
시작과 작동 속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증대시키고, 프로세서 성능을 두
배로 향상시킨 더욱 강력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426351-handheld-announces-major-upgrade/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50204/726869 )
Algiz 10X 은 IP65 등급을 획득했으며, 엄격한 MIL-STD-810G 군사기준을 만족시킨다.
그에 따라 먼지, 물, 진동, 낙하 및 극단적인 온도에서도 제대로 작동한다. 화면
가시성이
뛰어난
10.1
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이
장착됐으며,
무게는
1.3kg(2.0 파운드)밖에 되지 않고, 두께는 겨우 32mm(1.2 인치)에 불과하다.
Handheld 는 오늘 Algiz 10X 에 주요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Algiz 10X 는
새로운 윈도우 8.1 프로 운영체제(유연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할 경우, 윈도우 7 으로
다운그레이드 가능)를 바탕으로 한다. 윈도우 8.1 프로는 사용자가 회사 네트워크에
쉽게 접속하고, 한 PC 에서 다른 PC 로 접근하며,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향상된 기능을 선보인다.
Handheld 제품관리 이사 Johan Hed 는 “고객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운영체제를 이용함으로써 더욱 빠른 시작과 작동 시간, 향상된 소프트웨어 호환성 및
더욱 높아진 터치스크린 기반 태블릿 지원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Algiz 10X 는 또한 2.16 GHz 가 추가된 강력한 인텔 쿼드코어 N2930 1.83 GHz
프로세서를 선보인다. 이 프로세서는 더욱 높은 성능과 더욱 낮은 작동 온도가
특징이다. Algiz 10X 의 기존 프로세서와 비교했을 때 N2930 은 성능 벤치마킹, RAM 지원,
코어 수 및 와트당 성능이 두 배 이상 높다.
Hed 이사는 “작동 시간이나 기계 설계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성능을 극적으로
높였다”며 “또한 무선 통신 지원도 향상시켰다. 이제 2.4GHz 에서 802.11b/g/n 외에
5GHz 에서 802.11ac 와 802.11a 도 지원한다. 업그레이드된 Algiz 10X 는 훨씬 더 빨라진
데이터 속도(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및 증가된 전반적인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LTE 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Algiz 10X 의 주요 특징:
- 강력한 인텔 쿼드코어 N2930 1.83GHz 프로세서

- microSD 를 통해 확장 가능한 128GB SSD
- DDR3 RAM 4GB
- 윈도우 8.1 인더스트리 프로(윈도우 7 으로 다운그레이드 가능)
- 고선명도 MaxView 스크린 기술이 접목된 10.1 인치 터치스크린
- IP65 등급 및 엄격한 MIL-STD-810G 테스트 기준 준수
- 완전 통합된 모뎀과 안테나를 바탕으로 하는 LTE 지원
- 통합된 u-blox(R) GPS 수신기와 WAAS/EGNOS/MSAS 역량
- GSM 과 GPS 를 위한 안테나 통과 연결기
- WLAN 과 BT, USB 2.0 와 USB 3.0, VGA 및 RS232 를 포함한 다양한 접속 옵션
Handheld 의 모든 러기드 PDA, 스마트폰 및 모바일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Algiz 10X 도
지리정보학, 물류, 임업, 대중 교통, 공공 시설, 건설, 유지관리, 광산, 군대 및 보안
같은 업계의 현장 종사자들을 위해 개발됐다.
업그레이드된 Algiz 10X 은 현재 판매 중이며, 바로 주문 가능하다.
유용한 링크
Handheld Group[http://www.handheldgroup.com/ ]
Algiz 10X[http://www.handheldgroup.com/en/rugged-computer/tablets-notebooks/algiz-10x/ ]
Handheld 제품 라인업[http://www.handheldgroup.com/en/rugged-computer/ ]
러기드란?[http://www.handheldgroup.com/en/why-rugged-handheld-computers/what-is-rugg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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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held 소개
Handheld Group 은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 PDA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다. Handheld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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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은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호주 및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handheldgroup.com 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영상: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426351-handheld-announces-major-upgrade/
출처: Handheld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