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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IGO 정보
독일 브루흐잘에 소재한 APLIGO는 대만의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및 
스토리지 시스템 제조업체 CASwell Inc.(TPE: 6416)

의 자회사입니다.

APLIGO는 유럽의 주요 OEM 솔루션 생산 
전문업체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하드웨어 
제품을 추가하여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장에 제품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ingston 메모리 및 SSD는  
통합자인 APLIGO GmbH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APLIGO GmbH는 20여 년 동안 보안 기기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뿐만 아니라 UTM, VoIP, M2M 및 아카이빙과 

같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혁신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APLIGO는 생산에서 보관 및 배달 그리고 지원 및 RMA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듈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류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PLIGO는 시판 가능한 OEM 시스템을 

신속하게 배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APLIGO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성공적인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유연성 및 사용 가능성, 신뢰성 및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KingstonIsWithYou



과제
화상 회의에 적합한 미니 PC의 대량 생산을 

포함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대량의 스토리지 및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사양에 따라 대량 제품용 4GB DDR4 

SODIMM 메모리 모듈과 쌍을 이루는 240GB 2.5인치 SATA  

SSD뿐만 아니라 최고급 기기를 위한 8GB DDR4 SODIMM 

모듈이 포함된 고속 250GB M.2 PCIe NVMe SSD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성품은 특정한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프로젝트에 필요한 대량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성능 가치  

대비 가격의 특정 비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솔루션
많은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제공한 SSD와 메모리 솔루션을 

비교한 결과, APLIGO는 Kingston이 제조한 구성품이 

성능 가치 대비 가격의 최고 비율, 높은 생산 표준, 

지원 및 수명을 제공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APLIGO는 Kingston A400이 2.5인치 SATA SSD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부합하는 반면, Kingston A2000은 M.2 PCIe SSD

와 함께 필수 Kingston 4GB DDR4 비-ECC CL19 SODIMM 및 

8GB DDR4 비 ECC CL19 SODIMM 메모리 모듈을 필요로 하는 

기기에 매우 적합하며, 이러한 모듈을 통해 기기가 APLIGO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해당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후에 APLIGO는 Gen 4x4 NVMe PCIe 성능을 장착한 보다 

새로워진 Kingston NV2 M.2 PCIe NVMe SSD로 전환했습니다. 

즉 대역과 속도가 훨씬 향상되어 주요 제품의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모든 Kingston 메모리는 100% 테스트를 거쳤으며, 평생 

보증이 지원되고 35년 이상의 설계 및 제조 전문성으로 

뒷받침됩니다. Kingston은 직통 개인 연락정보를 제공하여 

구매 및 기술 문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높은 사용 

가능성을 지원하여 심지어 자재가 부족한 기간 동안에도 모든 

배달 일정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대량 구매하는 경우, 구성품이 지닌 

가치는 프로젝트의 전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지원과 가격 대비 

성능의 우수한 비율을 기반으로 Kingston만이 

요구사항을 부합할 수 있습니다.

업계 35년 경험으로 Kingston만이 최고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Kingston의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직접 지원 수준은 당초의 

기대를 능가했고 선택한 Kingston SSD 및 

메모리 솔루션이 제공하는 최고의 신뢰성과 

성능은 높은 용량 배치의 요구사항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Ramona Lange, 프로젝트 관리자 
APLIGO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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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ngston.com/ssd/a400-solid-state-drive
https://www.kingston.com/memory/client/ddr4-2666mts-non_ecc-unbuffered-sod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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