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Newswire>Handheld, 자사 최초의 울트라 러기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동급 최상의
Algiz RT7 출시
-- 퀄컴 스냅드래곤 칩셋으로 구동되며, 우수한 처리 속도, 초고속 접속 및 긴 배터리
수명 보장
(리최핑, 스웨덴 2015 년 11 월 18 일 PRNewswire=연합뉴스)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를
제조하는 굴지의 기업 Handheld Group[http://www.handheldgroup.com/ ]이 자사의
새로운 안드로이드 태블릿 ALGIZ RT7 을 출시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ALGIZ RT7 은 힘든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강력하고, 가벼우며, 인체공학적인
7 인치 태블릿이다.
안드로이드 5.1.1(롤리팝)으로 구동되는 Algiz
RT7[http://www.handheldgroup.com/Algiz-RT7 ]은 이동 근무를 하는 인력에게
다양한 기능과 우수한 가치를 제공한다. Algiz RT7 은 100% 러기드 제품이다. 즉, 낙하,
진동 및 극단적인 온도와 관련해 엄격한 MIL-STD-810G 미군
기준[http://en.wikipedia.org/wiki/MIL-STD-810 ]을 통과했다. 그뿐만 아니라
IP65 등급[http://www.handheldgroup.com/en/why-rugged-handheldcomputers/what-is-rugged/ ]도 획득해, 방수는 물론 모래와 먼지로부터도 100%
보호작용을 한다. 무게가 겨우 650g 에 불과한 Algiz RT7 은 이동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퀄컴의 업계 주도적인 기술(MSM8916(스냅드래곤) 칩셋 및 1.2GHz 쿼드코어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Algiz RT7 은 인상적인 처리 속도, 초고속 접속 및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한다.
Algiz RT7 은 802.11 b/g/n WLAN, BT Class 1 과 Class 2 및 NFC 기능을 비롯해
LTE 데이터와 음성 역량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듀얼 카메라(후면: 8 메가픽셀,
전면: 2 메가픽셀)을 포함해 이중 SIM 카드 슬롯을 자랑한다. 그밖에 내장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와 e-나침반 및 내비게이션을 위한 단독 -blox GPS 수신기도 제공한다.
이동 업무를 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Algiz RT7 은 진정한 야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고휘도 7 인치 야외 가시성, 용량성 디스플레이를 자랑한다. 이동 작업에는 배터리
성능이 핵심적이다. Algiz RT7 은 오래 가는 3.7V 6000mAh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네 개의 버튼으로 현장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D 이미저나 RFID 플러스 2D 이미저를 선택해 데이터 캡처를 개선할 수도
있다.
Handheld Group CEO Jerker Hellström 은 “자사의 신제품 Algiz RT7 은 기업들에게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며, 자사의 최종 사용자들은 물론 광범위한 파트너 네트워크로부터
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제품”이라며 “이 울트라 러기드 태블릿은 현장 직원들의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동급 최상의 성능을 자랑한다. Algiz RT7 은 거친 환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며, 시장 수요에 적합한 전력과 기능으로 무장하고 능률적인 안드로이드 경험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Algiz RT7 은 바로 주문이 가능하다. 선적은 12 월에 시작되며, 대량 배송은 2016 년
1 월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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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held 소개
Handheld Group 은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 PDA 및 태블릿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Handheld 와 전 세계 Handheld 파트너들은 야외나 산업 환경에서 일하는 이동 근무
직원들을 보유한 업체에 완전한 이동성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웨덴에 기반을 둔 Handheld
Group 은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호주 및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handheldgroup.com 을 참조한다.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51111/286188 )
출처: Handheld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