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dheld, 신형 울트라-러기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ALGIZ RT8 출시 

 

(리최핑, 스웨덴 2020년 2월 5일 PRNewswire=연합뉴스) 오늘,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를 제조하는 

굴지의 기업 Handheld 

Group[http://www.handheldgroup.com/?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

tm_campaign=AlgizRT8Launch ]이 신형 Algiz RT8을 발표했다. Algiz RT8은 현장 작업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울트라-러기드 8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684351-handheld-launches-algiz-rt8/ 

 

신형 Algiz RT8 울트라-러기드 태블릿[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rugged-mobile-

computers/rugged-

tablets/algizrt8/?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

aunch ]은 극단적인 온도, 진동, 낙하, 물 및 먼지 등 다양한 외부 환경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안드로이드 9.0으로 구동되는 독특한 8인치 태블릿 Algiz RT8은 현장에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울트라-러기드 Algiz RT8 태블릿 기능: 

 

- 햇빛 아래에서도 읽을 수 있는 8인치 용량성 멀티-터치 디스플레이. 고강화 유리인 Gorilla 

Glass를 탑재했으며, 우천(비) 모드와 장갑 모드를 지원한다. 

- 100% 방수와 방진 성능을 보장하는 IP67 러기드 등급(포트 포함). 

- 광범위한 작동 온도: -20°C~60°C (-4°F~140°F). 

- 4G/LTE 고속 데이터, 와이파이, BT 및 NFC. 

- 안드로이드 9.0에서 구동되는 옥타코어 퀄컴 스냅드래곤 프로세서. 

- 구글 GMS 인증: 이에 따라 사용자는 구글 맵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다. 

- GPS, GLONASS, Galileo 또는 BeiDou를 사용하는 정밀 내비게이션을 위한 우수한 내장 u-blox 

GNSS 수신기. 

- 13메가픽셀 후면 카메라와 5메가픽셀 전면 카메라로 구성된 듀얼 카메라. 

- 종일 지속되며,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강력한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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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고 핀 커넥터(pogo pin connector)를 이용해 사무실에서 태블릿을 도킹할 수 있는 HDMI-out. 

- 다양한 산업에서 효율적인 현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업 중심 부대용품 지원 - 

차량 장착 솔루션, 데스크톱 크레이들, 회전 핸드 스트랩, 운반 케이스, 폴 마운트 등. 

 

Handheld Group 제품 관리 이사 Johan Hed는 "Algiz RT8은 울트라-러기드 태블릿 중에서도 매우 

가볍고 작은 편"이라며 "Algiz RT8의 8인치 화면은 내구성이 좋고, 햇빛 아래에서도 가독성이 

좋다. 여기에 안드로이드 9의 이점과 기업 중심적인 부대용품 라인업이 더해진 Algiz RT8은 현장 

업무를 하는 이들을 위한 매우 다재다능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Handheld Group CEO Thomas Lofblad는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패블릿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자사는 고객이 실제 작업 환경에서 만나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킬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신형 Algiz RT8은 속에서부터 러기드 제품으로 제조됐다. 이는 자사 

고객이 자사에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Algiz RT8에는 Handheld의 무료 모바일 기기 관리(mobile device management, MDM) 

소프트웨어가 탑재됐다. MaxGo 소프트웨어 라인[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

rugged-mobile-computers/custom-

products/maxgo/?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

Launch ]을 이용하면 여러 장치에서 보편적인 설정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도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Algiz RT8에 맞춰 

제작된 다양한 Handheld 부대용품 덕분에 Algiz RT8의 다재다능성이 더 확장됐다.  

 

유용한 링크 

ALGIZ RT8 제품 사양[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rugged-mobile-

computers/rugged-tablets/algiz-

rt8/?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aunch ] 

완전한 러기드 컴퓨터란?[https://www.handheldgroup.com/why-rugged-handheld-

computers/?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aunc

h ] 

Handheld 추가 정보[https://www.handheldgroup.com/about-

handheld/?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aunch 

] 

 

Handheld 소개 

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rugged-mobile-computers/custom-products/maxgo/?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aunch%20
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rugged-mobile-computers/custom-products/maxgo/?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aunch%20
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rugged-mobile-computers/custom-products/maxgo/?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aunch%20
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rugged-mobile-computers/custom-products/maxgo/?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aunch%20
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rugged-mobile-computers/rugged-tablets/algiz-rt8/?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aunch%20
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rugged-mobile-computers/rugged-tablets/algiz-rt8/?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aunch%20
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rugged-mobile-computers/rugged-tablets/algiz-rt8/?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aunch%20
https://www.handheldgroup.com/why-rugged-handheld-computers/?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aunch
https://www.handheldgroup.com/why-rugged-handheld-computers/?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aunch
https://www.handheldgroup.com/why-rugged-handheld-computers/?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aunch
https://www.handheldgroup.com/about-handheld/?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aunch%20
https://www.handheldgroup.com/about-handheld/?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AlgizRT8Launch%20


Handheld Group은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 휴대기기 및 태블릿을 제조하고 전 세계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Handheld와 전 세계 파트너들은 지리정보학, 물류, 임업, 공공 운송, 공공시설, 건설, 

유지관리, 광산업, 군사 및 보안 관련 업체에 이동성 솔루션을 제공한다. Handheld Group은 

스웨덴에 본사가 있으며,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호주 및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추가 정보는 www.handheldgroup.com을 참조한다. 

 

https://twitter.com/HandheldGroup   

https://www.linkedin.com/company/handheld/   

https://www.youtube.com/user/handheld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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