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dheld, NAUTIZ X2의 주요 업그레이드 진행 

 

-- NAUTIZ X2, 인기 많은 올인원 안드로이드 러기드 컴퓨터 

 

(리최핑, 스웨덴 2020년 7월 1일 PRNewswire=연합뉴스) 이달 1일, 굴지의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 

제조업체 Handheld Group[https://www.handheldgroup.com/]이 자사의 Nautiz X2 기업 러기드 핸드헬드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업그레이드된 운영체제 외에 새로운 

프로세서가 장착되고, 메모리가 증가한 올인원 Nautiz X2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강력한 장치로 

변신했다. 이와 같은 기능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은 없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741551-handheld-upgrades-nautiz-x2-rugged-computer/ 

 

Nautiz X2[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rugged-mobile-computers/rugged-

handhelds/nautiz-x2/]는 습기, 먼지, 극단적인 온도 변화, 잠재적인 낙하 등에 대한 내구 성능을 

바탕으로, 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과 중에 발생하는 모든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 얇고 작은 모바일 

컴퓨터를 제공한다.  

 

Handheld Group 제품 관리 이사 Johan Hed는 "새로운 프로세서와 운영체제로 업데이트된 Nautiz X2는 

고급스러운 외관과 느낌을 보완할 더 인상적인 속도와 성능을 갖추게 됐다"라며 "또한, Nautiz X2는 

차량에 장착하거나 피스톨 모양의 손잡이로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작업자의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가적인 부대용품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Nautiz X2 기능: 

- 작고, 가벼우며, 얇은 디자인 

- 4GB RAM과 64GB 저장공간을 갖춘 강력한 8코어 프로세서 

- 1D 또는 2D 역량을 갖춘 고품질 고속 스캐너 

- 홀스터, 차량 받침대, 손목 설치대 및 UFH와 장거리(LR) 스캐닝을 위한 피스톨 모양의 손잡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더 높이는 추가적인 부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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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G/LTE 안드로이드 폰 기능성과 고속 데이터 

- 플레이 스토어와 구글 맵을 포함해 모든 구글 앱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을 제공할 안드로이드 9.0과 

구글 GMS 인증 

- NFC, BT 5.0 LE 및 Wi-Fi 802.11a/b/g/n/r/ac. 

- 자동 초점과 플래시 기능을 갖춘 통합 8메가픽셀 카메라 

- 햇빛 아래에서도 가독성이 좋으며, 멀티 터치 민감도를 갖춘 4.7인치 용량성 디스플레이 

- IP65와 MIL-STD-810-G 기준을 통과한 진정한 견고성 

- 안전한 맞춤 설정을 위한 무료 MaxGo 모바일 기기 관리 소프트웨어 

 

Hed 제품 관리 이사는 "비용을 낮추면서 기술, 소재 및 유용성 같은 핵심 요인을 설계하는 것은 자사가 

달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부분"이라며 "Nautiz X2는 여러 기능으로 무장하고 예전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제공한다. 가격 변동 없이 이와 같은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만큼, Nautiz X2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및 판매 

신형 Nautiz X2 가격은 999달러(999유로)부터 시작한다. 현재 재고가 있으며, 바로 주문할 수 있다. 

 

유용한 링크 

- NAUTIZ X2 신제품 사양[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rugged-mobile-computers/rugged-

handhelds/nautiz-x2/] 

- 보도자료 이미지[https://www.handheldgroup.com/news/pressroom/nautiz-x2/] 

- 제품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zpmlM0VsJA] 

- 제품 액세서리[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rugged-mobile-computers/rugged-

handhelds/nautiz-x2/accessories/] 

- Handheld 러기드 컴퓨터[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rugged-mobile-computers/] 

- 러기드 특징에 대한 설명[https://www.handheldgroup.com/why-rugged-handheld-computers/] 

- Handheld Group 소개[http://www.handheldgroup.com/about-hand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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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held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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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https://mma.prnewswire.com/media/1196645/Handheld_NAUTIZ_X2.jpg  

Handheld announces a new version of its popular NAUTIZ X2 all-in-one Android rugged computer 

 

출처: Handheld Group 

CONTACT:  Sofia Lofblad, Marketing Director, Handheld Group, Sweden: s.lofblad@handheldgroup.com, 

+46-510-54-71-70; Amy Urban, Marketing Director, Handheld US, USA: a.urban@handheld-us.com, +541-

752-0319 

http://www.handheldgroup.com/
https://mma.prnewswire.com/media/1196645/Handheld_NAUTIZ_X2.jpg
mailto:s.lofblad@handheldgroup.com
mailto:a.urban@handheld-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