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 S52

사용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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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안전 주의 사항을 숙지해 주십시오.
• 이 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본 설명서와 권장하는 안전 주의 사항의 내용을 숙지해 주십시오.
• 소금물에서 사용된 경우 오디오 잭과 USB 커넥터를 포함한 기기 전체를 흐르는 물에 헹궈 소금
부식을 방지하십시오.
• 본 기기는 견고하게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에 충격을 가하거나, 던지거나, 관통하거나,
구부리는 행위는 피해주십시오.
• 기기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전파 간섭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기의 전원을 켜지
마십시오.
• 운전 중에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병원 및 의료 시설의 모든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준수하고, 의료 기기의 근처에서는 전원을 끄십시오.
• 항공기 내에서는 기기를 끄거나 비행기 모드를 활성화하십시오. 기기가 항공기의 제어 장치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 고정밀 전자 장비 근처에서는 기기가 해당 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원을 끄십시오.
• 기기나 해당 액세서리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필요에 따라 기기를 서비스하거나
수리할 수 있습니다.
• 기기나 그 액세서리를 강력한 전자기장이 있는 용기에 넣지 마십시오.
• 자기 기록 장치를 기기 근처에 배치하지 마십시오. 기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 장치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기기를 주유소와 같이 가연성 가스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고온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기기와 그 액세서리를 어린 아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어린이가 감독 없이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충전기만 사용하십시오.
•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 및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 무선 기기의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 의료용 임플란트(심장, 관절 등) 환자들의 경우 기기를 임플란트에서 15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두고
임플란트의 반대쪽에 배치하십시오.
• USB 케이블을 사용하는 동안 본 설명서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기기나 PC 의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 안전 지침의 상세 내용은 https://www.catphones.com/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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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 2019 Caterpillar. All Rights Reserved.
CAT, CATERPILLAR, LET’S DO THE WORK 및 해당 로고, “Caterpillar Yellow”, “Power Edge”, Cat
“Modern Hex” 상품 외장과 이에 사용된 회사 및 제품 아이덴티티는 Caterpillar 의 상표이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Bullitt Mobile Ltd.는 Caterpillar Inc.가 인가한 사업자입니다.
Bullitt Mobile Ltd. 및 타사 상호는 각 당사자의 자산입니다.

본 문서의 어떤 부분도 Caterpillar Inc.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 설명서에 설명된 제품에는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해당 법률에 의해 제한이 금지되거나 라이선스에 따라 각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조치를
승인하지 않는 한 상기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복제, 배포, 수정, 디컴파일, 분해, 해독, 추출,
리버스 엔지니어링, 임대, 할당 또는 라이선스를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설명서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해당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설명서의 정확성, 신뢰성 또는 내용과 관련하여 상품성 및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특별적, 우발적, 간접적, 파생적 손해 또는 이윤,
사업권, 수익, 데이터, 신용, 기대 저축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luetooth® 워드 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가 소유한 등록 상표이며 Bullitt Group Ltd 의
이러한 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스를 통해 허가됩니다. 기타 모든 타사 상표 및 상품명의 소유권은
해당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Google, Android, Google Play 및 기타 마크는 Google LLC 의 상표입니다.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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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설명된 제품 및 해당 액세서리의 일부 기능은 설치된 소프트웨어, 로컬 네트워크의 용량 및
설정에 따라 달라지며 로컬 네트워크 운영자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활성화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서의 내용은 구매한 제품 또는 해당 액세서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사전 통지 또는 별도의 의무 없이 이 설명서에 포함된 정보 또는 사양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텍스트, 사진, 음악, 사진, 영화 및 비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이 기기를 통해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모든 제품의 적법성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수출입 관련 규정
고객은 해당하는 모든 수출입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은 소프트웨어 및 기술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 설명서에 언급된 제품을 수출, 재수출 또는 수입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부 허가를 받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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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S52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at® S52는 견고하면서도 당사의 가장 얇고 세련된 디자인이 조합된 제품입니다. 9.69mm 두께와
210g의 가벼운 무게로 주머니에 쏙 들어가며, 어떠한 날씨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볍게 휴대하는
용도로도 적합합니다.
Cat® S52의 카메라는 동급 최강의 제품입니다. 듀얼 픽셀 Sony 센서와 저조도 환경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f/1.8 조리개 및 큰 1.4μm 픽셀 크기 덕분에 빠르고 정확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뱅크 라인 14 삽입) 고속 충전용 3100mAh 배터리를 장착하여 한 번의 충전으로 며칠 동안 많은
작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추가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케이스를 장착한
메인스트림 기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수준의 견고함을 제공하여 고장이 나지 않는
휴대전화입니다. 일상적인 낙하 및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한 스트레스나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견고성 증명
기기의 낙하
Do: 기기를 최대 1.8m 의 높이에서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해당 높이 이내에서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Don’t: 강하게 던지거나 1.8m 를 초과하는 높이에서 떨어트리면 안 됩니다. 견고한 제품이지만 파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수
• Do: 기기를 축축하거나 습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사용하기 전에 모든 구성
요소와 덮개가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기는 최대 1.5m 의 깊이에서 최대 35 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Don’t: 1.5m 이하 깊이에서 35 분 이상, 또는 1.5m 이상의 깊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방진 및 스크래치 방지
• Do: 기기를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t® S52는 내구성에 대한 업계
표준 측정 기준인 IP68 인증을 받았습니다.

극한의 온도
• Do: 기기를 -25ºC 에서 +55ºC 의 작동 온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는 극한의
온도 변화, 즉 냉기와 온기 간의 빠른 전환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 Don’t: 보호 장갑 없이 0ºC 에서 +45ºC 의 범위를 벗어나는 온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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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
• 기기 본체
• 빠른 시작 안내서
• 보증서
• USB 전원 케이블 및 충전 어댑터
• 출고 시 장착된 화면 보호기(이미 기기에 설치된 상태임)
참고 사항:
기기는 출고 시 화면 보호기가 장착되어 제공됩니다. 화면 보호기가 제자리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화면 보호기를 분리하면 이후에 수리가 필요한 손상이 ‘보증 제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체 화면 보호기가 필요한 경우 https://www.catphones.com/screen-protectors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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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드셋 잭

7. 지문 스캐너

2. 이어폰

8. 마이크

3. 볼륨 크게/작게 키

9. USB 포트

4. 전원 버튼

10. 스피커

5. 플래시

11. SIM/SD 도어

6. 후면 카메라

12. 전면 카메라

주요 기능
볼륨 크게/작게 키
• 볼륨 - ‘볼륨 크게’ 키를 눌러 소리를 높이거나 ‘볼륨 작게’ 키를 눌러 통화, 벨소리, 미디어 또는
알람의 소리를 줄입니다.
• 스크린 샷 - ‘전원’ 키와 ‘볼륨 작게’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스크린 샷은 사진 앨범에 저장됨).
• 카메라 앱 - 사진을 찍으려면 ‘볼륨 크게’ 또는 ‘볼륨 작게’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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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작하기
SIM 카드 및 메모리 카드 장착하기
1. 기기를 평평하고 깨끗한 표면에 디스플레이가 위쪽으로 향하도록 놓으십시오.
2.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SIM/SD 도어 및 SIM/SD 트레이를 당깁니다.
3. SIM 카드의 금색 핀이 아래쪽을 향하게 한 뒤 SIM 1/SIM 2 트레이에 장착하십시오.
4. microSD 카드를 사용하려면 메모리 카드의 금색 핀이 아래쪽을 향하게 한 뒤 microSD 트레이에
해당 카드를 장착하십시오.
5. 트레이를 SIM 카드 슬롯에 조심스럽게 넣고 도어를 재장착합니다.
참고 사항
• SIM/SD 도어가 고정될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일부 기기는 2 개의 SIM 카드를 사용합니다.
2 개의 SIM 카드를 삽입하면 두 SIM 카드 슬롯이 모두 4G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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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하기
S52 배터리는 기기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충전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USB 전원 케이블을 충전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Cat® 휴대폰에 승인된 충전 어댑터 및 케이블만 사용하십시오. 승인되지 않은 장비는 기기나 배터리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2. 충전이 완료되면 배터리 표시등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뀝니다.

배터리 사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
배터리 전원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기기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기
직전에는 기기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사용 기간 및 주변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경우 충전을 시작한 직후에는 기기의 전원이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켜기 전에 배터리를 몇 분 동안 충전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화면에 충전 애니메이션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기의 전원 켜기/끄기
전원 켜기
• 전원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휴대폰을 켭니다.
휴대폰을 처음 켜면 환영 화면이 표시됩니다. 기본 언어를 선택하고 START 를 눌러 설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 기기가 켜져 있을 때 길게 누르면 전원 끄기 옵션(전원 끄기/재시작/스크린샷)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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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가 유휴 상태인 경우 화면을 잠그거나 잠금을 해제하려면 누릅니다.
• 기기가 잠겨 있으면 두 번 눌러 카메라 앱을 열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데이터 및 서비스에 접근하려면 Wi-Fi 또는 데이터 연결이 필요합니다.
• SIM 카드에 개인 식별 번호(PIN) 보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환영 화면이 표시되기 전에 PIN 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기기에서 일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Google™ 계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나중에 새 계정을 생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기기의 뒷면에 있는 지문 스캐너를 사용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기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보조 방법으로
PIN 코드 또는 패턴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원 끄기
1. 전원 키를 길게 눌러 전원 끄기 옵션 메뉴를 엽니다.
2. 전원 끄기를 누릅니다.

터치스크린
터치 스크린 동작
• 탭: 손가락을 사용하여 항목을 선택하거나, 선택 사항을 확인하거나, 화면에서 앱을 시작합니다.
• 길게 탭: 손가락으로 항목을 탭하고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계속 누릅니다. 예를 들어 활성 화면의
옵션 메뉴를 열려면 화면을 탭하고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길게 누릅니다.
• 스와이프: 손가락을 화면 위에서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동합니다(예: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사진을 넘기기).
• 드래그: 선택한 항목을 이동하려면 손가락 끝으로 누른 상태에서 화면의 아무 곳으로 드래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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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화면
홈 화면은 기기의 기능에 액세스하기 위한 시작점이며 앱 아이콘, 위젯, 바로가기 등을 표시합니다.
다양한 배경 화면을 사용하여 맞춤 구성하고 원하는 항목을 표시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잠금 및 잠금 해제
화면 잠금
1. 기기가 켜져 있으면 전원 키를 눌러 화면을 잠급니다. 화면이 잠겨 있어도 메시지 및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기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화면이 자동으로 잠깁니다. 설정 메뉴에서 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잠금 해제

• 지문 센서를 사용하여 잠금을 해제합니다. 설정 마법사에서 이 설정을 구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더 많은 지문을 추가하려면 설정 – 보안 및 위치 – 지문으로 이동합니다.
• 전원 키를 눌러 절전 모드에서 해제합니다. 그런 다음

잠금 해제 아이콘을 위로 드래그하여 화면

잠금을 해제합니다. 미리 설정된 경우 패턴 또는 PIN 번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지문을 등록할 때 손가락을 센서에 대고 강하게 눌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문 센서를
사용할 때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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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알림 및 상태 정보
상태 표시줄이 모든 화면의 상단에 표시됩니다. 부재중 전화 또는 수신된 메시지(왼쪽)와 같은 알림
아이콘과 배터리 상태(오른쪽)와 같은 휴대폰 상태 아이콘이 현재 시간과 함께 표시됩니다.

상태 아이콘

알림 아이콘
4G

4G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

셀룰러 신호

LTE

LTE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

진동 모드

3G

3G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

위치 서비스 사용 중

G

GPRS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

배터리 충전 완료

E

EDGE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

배터리 충전 중

H

HSDPA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

FM 라디오가 켜짐

H+

HSPA+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

비행기 모드

로밍

Wi-Fi 네트워크에 연결

VoLTE

예정된 이벤트

VoWiFi

Bluetooth 기기에 연결됨

모바일 네트워크 신호 강도

부재중 전화

NFC 사용

스피커폰이 활성화됨

새 이메일 메시지

휴대폰 마이크가 음소거됨

알람이 설정됨

데이터 다운로드 중

데이터 동기화 중

다음 텍스트 메시지

로그인 또는 동기화 문제

스크린샷이 캡처됨

R

15

탐색 메뉴
탐색 메뉴는 화면 하단에 있습니다. 기기가 전체 화면 모드를 사용하는 동안 기기의 하단에서 스와이프
하여 탐색 메뉴를 표시하십시오.
• 최근에 사용한 앱에 액세스하려면 탐색 메뉴에서 위로 스와이프하십시오.

탐색 메뉴에는 두 가지 기본 터치 버튼이 있습니다.
뒤로가기

•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탭합니다.

버튼
홈 버튼

• 홈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탭합니다.
• Google 어시스턴트를 활성화하려면 길게 누릅니다.

알림 패널
새 메시지를 받거나, 부재중 전화가 있거나, 예정된 이벤트가 있을 때 알림을 받습니다. 알림 패널을
열어 알람, 무선 통신 네트워크 운영자를 확인하거나 메시지, 미리 알림 또는 이벤트 알림을
표시합니다.

알림 패널 열기
1. 새 아이콘이 나타나면 알림 패널을 아래로 스와이프한 다음 아래로 드래그하여 알림 패널을 엽니다.
2. 알림을 눌러 관련 앱을 엽니다.

알림 패널 닫기
1. 알림 패널을 닫으려면 패널 하단을 위로 밉니다.
2. 알림을 확인하지 않고 닫으려면 알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 왼쪽/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참고 사항:
• 설정 > 앱 및 알림에서 알림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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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아이콘
새 홈 화면 항목 추가
1. 홈 화면에서

두 번 위로 스와이프합니다.

2. 홈 화면에 항목을 추가하려면 해당 아이콘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합니다.

홈 화면 항목 이동
1. 이동이 가능할 때까지 홈 화면에서 앱 아이콘을 누르고 있습니다.
2. 손가락을 떼지 않고 아이콘을 화면에서 선택한 위치로 드래그한 다음 놓습니다.
참고 사항:
•홈 화면 패널에 아이콘이 추가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홈 화면 항목 제거
1. 이동이 가능할 때까지 홈 화면에서 앱 아이콘을 누르고 있습니다.
2. 손가락을 떼지 않고 아이콘을 ‘제거’로 드래그한 다음 놓습니다.

위젯
위젯을 사용하여 미리보기 또는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위젯을 아이콘 또는 미리보기
창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위젯이 이미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으며 Google Play 에서 더 많은
위젯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젯 추가
1. 홈 화면을 길게 누릅니다.
2. 위젯 옵션을 눌러 사용 가능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3. 선택한 위젯을 홈 화면으로 드래그합니다.

위젯 제거
1. 이동이 가능할 때까지 홈 화면에서 위젯 아이콘을 누르고 있습니다.
2. 손가락을 떼지 않고 화면 상단의 제거로 아이콘을 드래그한 다음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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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폴더 만들기
아이콘이나 바로가기를 드래그하여 다른 아이콘 위에 놓아 홈 화면에서 특정 앱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새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폴더 이름 바꾸기
1. 폴더를 눌러 엽니다.
2. 제목 표시줄에 새 폴더 이름을 입력합니다.
3. 그런 다음 폴더 외부의 아무 곳에서나 화면을 터치합니다.

배경 화면
배경 화면 변경
1. 홈 화면을 길게 누릅니다.
2. 배경 화면을 누릅니다.
3. 스크롤하여 사용 가능한 옵션을 검색합니다.
4. 선택한 이미지에서 배경 화면 설정을 누른 다음 화면 잠금 화면, 홈 화면, 또는 둘 다의 배경
화면으로 설정할지 선택합니다.

기기에서 미디어 전송
미디어 장치 MTP 모드에서 기기와 PC 사이 간에 원하는 음악 및 사진을 전송합니다.
1. USB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여 기기를 PC 에 연결합니다.
2. 알림 패널 및 USB 연결 옵션을 엽니다. 추가 옵션에 액세스하려면 USB 를 통해 충전을 선택합니다.
3. PC 에서 파일을 공유하려면 파일 전송을 누릅니다.
4. 기기는 휴대폰의 내장 스토리지를 보여주는 이동식 기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면 microSD 카드도 표시됩니다. 선택한 파일을 기기에 복사합니다.
기기가 이동식 장치로 표시되며 휴대폰의 내부 스토리지를 보여줍니다.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면
microSD 카드 상세 정보도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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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MAC 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주소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http://www.android.com/filetransfer/

비행 모드 사용
일부 장소에서는 데이터 연결을 해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끄는 대신 비행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홈 화면에서 알림 패널을 아래로 스와이프하고

을 눌러 비행 모드를 켭니다.

참고 사항:
• 설정 메뉴에서 비행 모드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걸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1. 키패드에서 번호를 입력합니다.
2. 연락처 목록에서 번호를 선택합니다.
3. 전화번호가 포함된 웹 페이지 또는 문서에서 번호를 선택합니다.
참고 사항:
• 통화 중일 때, 수신 전화를 받거나 음성 사서함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 참가자와 함께 다중
통화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통화 중일 때 홈 버튼을 눌러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알림 표시줄을 아래로 드래그하고 현재 통화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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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패드로 전화 걸기
1. 홈 화면에서

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을 눌러 키패드를 표시합니다.

2. 숫자 키를 눌러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3. 번호를 입력하거나 연락처를 선택한 후

을 누릅니다.

팁: 기기에서 SmartDial 기능을 지원합니다. 키패드에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락처가 검색되고
번호와 일치하는 결과가 표시됩니다. 키패드를 닫아 더 많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서 전화 걸기
1. 홈 화면에서

위로 두 번 스와이프 > 연락처를 눌러 연락처 목록을 표시합니다. 키패드에서

탭을 눌러 연락처 목록을 표시합니다.
2.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3. 전화번호를 눌러 연락처에 전화를 겁니다.

통화 기록에서 전화 걸기
1.

위로 두 번 스와이프 > 전화

수 없는 경우

탭을 눌러 최신 통화 목록을 표시합니다. 원하는 연락처를 찾을

> 통화 기록을 눌러 모든 통화 기록을 표시합니다.

2. 목록에서 연락처를 선택하여 누르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전화 받기 및 수신 거부
전화가 걸려오면 수신 전화 화면에 발신자 ID 와 사용자가 연락처에 입력한 추가 발신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 전화를 받으려면 받기를 누르십시오.
• 전화 통화를 거부하려면 거부를 누릅니다.
• 전화 통화를 거부하고 발신자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내려면 전화 수신 알림 배너를 누른 다음
키를 누릅니다. 자동 답변 메시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을 눌러 개인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전화 통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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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중에 끊기

를 눌러 통화를 종료합니다.

연락처
연락처 앱을 사용하여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앱 열기
기기를 설정하면 연락처를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앱을 열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홈 화면에서

두 번 위로 스와이프한 다음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 모든 연락처가 스크롤 목록에 알파벳순으로 표시됩니다. 세부 정보를 보려면 해당 연락처를
누릅니다.

연락처 복사
SIM 카드에서 연락처를 복사하여 내부 스토리지 또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연락처 목록에서

> 설정 >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SIM 카드에서 연락처를 가져오려면
SIM 카드를 누릅니다. 연락처를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눌러 선택한 연락처를 가져옵니다.
• 내부 스토리지 또는 메모리 카드에서 연락처를 가져오려면
.vcf 파일을 누릅니다. 연락처를 가져올 위치를 선택하고 *.vcf 파일을 눌러 연락처를 가져옵니다.

연락처 백업
내부 스토리지에 연락처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연락처 목록에서

> 설정 >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2. 연락처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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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락처 추가
1. 연락처 목록에서

키를 눌러 새 연락처를 추가합니다.

2. 연락처에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세부 정보를 추가합니다.
3. 저장을 눌러 연락처 정보를 저장합니다.

즐겨찾기에 새 연락처 추가
1. 즐겨찾기에 추가할 연락처를 누릅니다.
2.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을 누릅니다.

연락처 검색
1. 연락처 목록에서 연락처 검색을 눌러 연락처를 검색합니다.
2. 검색하려고 하는 연락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입력 중에 이름이 일치하는 연락처가 검색 상자
아래에 표시됩니다.

연락처 편집
연락처에 저장한 정보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연락처 목록에서 편집할 연락처를 누릅니다.
2. 연락처 편집을 누릅니다.
3. 연락처 정보를 원하는 대로 수정한 후 저장을 누릅니다. 변경 사항을 취소하려면 X 를 누릅니다.

연락처 삭제
1. 연락처 목록에서 삭제할 연락처를 누릅니다.
2.

> 삭제를 누릅니다.

3. 삭제를 다시 눌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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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키보드 사용
키보드 패널 표시
특정 앱은 키보드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어떤 앱은 입력 영역을 누르면 키보드가 열립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키보드를 숨깁니다.

가로 키보드 사용
세로 방향으로 키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기기를 옆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제 화면에 키보드가
가로 방향으로 표시되어 더 넓은 키보드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키보드 설정 사용자 정의
1. 홈 화면에서

위로 두 번 스와이프한 다음 설정

> 시스템 > 언어 & 입력을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가상 키보드를 눌러 Google 키보드 및 Google 음성 입력 설정을 구성합니다.
• 물리적 키보드를 눌러 외부 키보드 설정을 구성합니다.
• 고급을 눌러 입력 지원 관련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WI-FI®
기기에서 Wi-Fi 를 사용하려면 무선 액세스 포인트(핫스팟)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WI-FI 켜기 및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
1. 홈 화면에서

위로 두 번 스와이프한 다음 설정

2. Wi-Fi 를 누르고 Wi-Fi 스위치를

>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으로 밉니다.

3. 목록에서 연결할 Wi-Fi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4. 공개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기기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보안 네트워크를 선택한 경우 암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눌러야 합니다.
참고 사항:
• 한번 연결했던 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암호는 기기를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했거나 Wi-Fi 암호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Wi-Fi 신호를 차단하는 장애물은 신호 강도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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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Wi-Fi 설정 화면에서 + 네트워크 추가를 눌러 보이지 않는 Wi-Fi 네트워크를 추가합니다.

SMS 및 MMS
메시지 열기
앱을 열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홈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 홈 화면에서

두 번 위로 스와이프한 후 메시지

로 이동합니다.

텍스트 메시지 작성 및 전송
새 텍스트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진행 중인 메시지 스레드를 열 수 있습니다.
1. 채팅 시작을 눌러 새 텍스트 메시지를 시작하거나 기존 메시지 스레드를 눌러 메시지를 엽니다.
2. 받는 사람 입력창에 전화번호 또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입력 시 SmartDial 이 기기의 연락처에서
일치하는 항목을 검색하도록 시도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제안된 수신자를 누르거나 계속해서
입력합니다. 기존 메시지 스레드를 열려면 해당 스레드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3. 대화창을 눌러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메시지를 작성하는 동안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메시지가 메시지 목록에 임시 메시지로 저장됩니다. 메시지를 눌러 다시 시작합니다.
4. 메시지가 전송될 준비가 되면

을 누릅니다.

참고 사항:
• 추가 메시지를 읽고 보내면 메시지 스레드가 생성됩니다.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및 전송
1. 메시지 화면에서 채팅 시작을 누릅니다.
2. 받는 사람 입력란에 전화번호 또는 연락처 이름을 입력하거나 연락처 목록을 아래로 스크롤하여
메시지를 보낼 연락처를 찾습니다. 눌러서 그룹 대화를 시작합니다.
3. 대화창을 눌러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4.

을 다시 누르고 미디어 파일 유형을 선택합니다. 첨부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5. 기기가 이제 멀티미디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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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릅니다.

메시지 열기 및 회신
1. 메시지 목록에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스레드를 눌러 엽니다.
3. 대화창을 눌러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3. 준비가 되면

을 누릅니다.

메시지 설정 사용자 정의
메시지 목록에서

을 누른 후 설정으로 이동해서 메시지 설정을 사용자 정의합니다. 다음에서

선택합니다.
기본 SMS 앱: 기본 SMS 앱 지정(기본 설정은 메시지)

BLUETOOTH®
Cat® S52 기기에 Bluetooth 가 있습니다. 다른 Bluetooth 기기와 무선으로 연결하여 친구와 파일을
공유하거나, Bluetooth 헤드셋을 사용하여 핸즈프리로 대화하거나, 기기에서 PC 로 사진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할 Bluetooth 기기에서 10 미터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벽 또는 기타
전자 장비와 같은 장애물이 Bluetooth 연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켜기
1. 홈 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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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두 번 스와이프한 후 설정 > 연결된 기기로 이동합니다.

2. 연결 기본 설정 > Bluetooth 를 누른 후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밀어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Bluetooth 가 켜지면 알림 표시줄에 Bluetooth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BLUETOOTH 기기의 페어링 및 연결
Bluetooth 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핸즈프리 Bluetooth 기기를 사용합니다.
• 모노 또는 스테레오 Bluetooth 헤드셋을 사용합니다.
• Bluetooth 헤드셋을 통해 원격으로 재생되는 작업을 제어합니다.

Bluetooth 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기를 다른 Bluetooth 기기와 페어링해야 합니다.
1. 기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 새 기기 페어링을 누릅니다. Cat® S52가 해당 범위 내에서 Bluetooth 기기를 검색합니다.
3. 페어링할 기기를 누릅니다.
4. 화면의 지시에 따라 연결을 완료합니다.
참고 사항:
• 연결이 설정되면 해당 Bluetooth 기기에 다시 연결할 때 더 이상 암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BLUETOOTH 를 통한 파일 전송
Bluetooth 를 사용하여 사진, 비디오 또는 음악 파일을 가족 및 친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를 통해 파일을 보내려면
1. 전송할 파일을 누릅니다.
2.

을 누른 후 Bluetooth 로 이동해서 페어링된 기기를 선택합니다.

BLUETOOTH 기기의 연결 해제 또는 페어링 해제
1. 홈 화면에서

위로 두 번 스와이프한 후 설정 > 연결된 기기로 이동합니다.

2. 이전에 연결된 기기를 누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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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른 다음 연결 해제를 눌러 연결 해제를 확인합니다.

사진 및 비디오 촬영
Cat® S52를 사용하여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열기 및 사진 찍기
카메라 앱을 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홈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 기본적으로 앱이 카메라 모드로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면 하단에서 사진을 누릅니다.
참고 사항:
•뒤로 가기 또는 홈 버튼을 눌러 카메라를 닫습니다.
•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사이를 전환하려면

을 누릅니다.

• 사진 캡처 화면에서 사진을 편집합니다.
• 화면을 눌러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 두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펼쳐서 화면을 확대/축소합니다.
•

을 눌러 카메라 설정을 변경하고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또는 깜박임 방지나 이미지 속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을 눌러 사진을 찍습니다.

• 볼륨 크게/작게 키를 눌러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보기
사진을 보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카메라 앱에서 갤러리 앱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최근 캡처한 사진의 썸네일을
누릅니다.
참고 사항:
• 카메라 뷰로 돌아가려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캡처 화면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 홈 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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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두 번 스와이프한 뒤

사진으로 이동하여 모든 사진과 비디오를 봅니다.

사진 편집 및 공유
사진을 탐색할 때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유:

을 눌러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앱을 통해 사진을 공유합니다.

• 편집:

을 눌러 사용 가능한 다양한 옵션을 사용하여 사진을 편집합니다.

• 검색:

을 눌러 Google 에서 사진을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찾습니다.

• 삭제:

을 눌러 원하지 않는 사진을 삭제합니다.

비디오 촬영
1. 홈 화면에서

을 누릅니다.

• 기본적으로 앱이 카메라 모드로 열립니다.
2. 왼쪽을 스와이프하여 비디오 모드로 전환합니다.
•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사이를 전환하려면
3.

을 누릅니다.

을 눌러 촬영을 시작합니다.

4. 촬영 중에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두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펼쳐서 화면을 확대/축소합니다.
•

을 눌러 촬영을 일시 중지합니다. 다시 눌러서 촬영을 재개합니다.

•

을 눌러 사진을 찍습니다.

5.

을 눌러 촬영을 중지합니다.

비디오 보기
녹화 후 비디오를 보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최신 캡처된 비디오의 썸네일을 눌러 갤러리 앱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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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용
사진 앱은 기기 또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사진과 비디오를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앨범/폴더를
선택하고 슬라이드 쇼로 재생하거나 다른 앱과 공유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사진 열기
홈 화면에서

위로 두 번 스와이프한 뒤 사진

으로 이동하여 앱을 엽니다. 사진 앱은 사진과

비디오를 저장 위치별로 분류하고 해당 파일을 폴더에 저장합니다. 폴더를 눌러 사진 또는 비디오를
봅니다.

사진 보기
1. 사진에서 폴더를 눌러 사진을 봅니다.
2. 사진을 눌러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한 다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여 이전 또는 다음
사진을 봅니다.
3. 이미지를 확대하려면 확대하려는 화면 위치에서 두 손가락을 펼칩니다. 줌 모드에서 손가락을
위아래 또는 좌우로 스와이프합니다.
팁: 사진 뷰어는 회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기를 회전한 후

을 눌러 사진을 회전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사진에서 일부 이미지 자르기
1. 사진을 볼 때
2.

을 누릅니다.

을 누르고 자르기 도구를 사용하여 자르려는 사진 부분을 선택합니다.

• 자르기 도구 안쪽에서 드래그하여 이동합니다.
• 자르기 도구의 가장자리 또는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이미지 크기를 조정합니다.
3. 종료 > 사본 저장을 눌러 잘린 사진을 저장합니다.
• 변경 사항을 취소하려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취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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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즐기기
PC 에서 Cat® S52로 음악 파일을 전송하여 어디에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기에 음악 복사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기기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기기에서 파일 전송을 선택합니다.
2. PC 에서 USB 드라이브로 이동하여 엽니다.
3. 기기의 루트 디렉토리 또는 SD 카드에서 폴더(예: 음악)를 만듭니다.
4. PC 에서 새 폴더로 음악을 복사합니다.
5. PC 에서 기기를 안전하게 분리하려면 음악 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PC 운영 체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드라이브를 꺼냅니다. USB 케이블을 뽑습니다.

GOOGLE PLAY MUSIC 열기
• 홈 화면에서 Google 앱을 누른 다음 Play Music
•

을 누릅니다.

을 누른 다음 음악 라이브러리를 누릅니다. 재생 목록, 아티스트, 앨범, 노래 및 장르라는 다섯

가지 탭이 있습니다.

음악 재생
1. 음악 라이브러리 화면에서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2. 재생할 곡을 누릅니다.
팁: 음악을 들을 때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음악
컨트롤로 돌아가려면 알림 패널을 열고 곡을 누릅니다.

FM 라디오 수신
FM 라디오 앱에서 FM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헤드셋을 오디오 잭에 연결한 다음 을 누른 후 FM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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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눌러 앱을 시작합니다.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주파수를 수동으로 조정하려면 < 또는 >을 누릅니다.
• 라디오 방송을 자동으로 스캔하려면

>

을 누른 다음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현재 라디오 방송을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하려면
• 라디오를 끄려면

을 누릅니다.

을 누른 다음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앱을 종료합니다.

GOOGLE 서비스 사용
Gmail, Google 캘린더를 사용하고 다른 Google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려면 Google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GOOGLE 계정 만들기
설정 중에 Google 계정을 생성하지 않았다면 다음 절차를 통해 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홈 화면에서

위로 두 번 스와이프한 후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계정 > 계정 추가를 누릅니다.
3. Google

을 누른 다음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GMAIL 사용
설정 과정에서 기기를 기존 Gmail 계정으로 구성했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Gmail 앱을 처음 열면
받은편지함에 해당 계정의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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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열기
홈 화면에서

위로 두번 스와이프한 후

Gmail 로 이동합니다.

계정 간 전환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계정 선택 창을 누른 후 확인하려는 계정을 누릅니다.

이메일 작성 및 전송
1. 받은편지함 화면에서 (

)을 누릅니다.

2. 수신인 이메일 주소를 받는 사람 필드에 입력합니다.
• 여러 수신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려면 이메일 주소를 공백으로 구분합니다.
• Cc 또는 Bcc 로 다른 수신자를 추가하려면 V 를 눌러 Cc/Bcc 필드를 표시합니다.
3. 이메일 제목을 입력하고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 첨부 파일을 추가하려면
4. 보내려면

을 누른 후 파일 첨부를 눌러 파일을 선택합니다.

을 누릅니다.

이에일 회신 또는 전달
1. 받은편지함 화면에서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2.

을 눌러 회신하거나

을 눌러 전체 회신 또는 전달을 선택합니다.

GMAIL 설정 사용자 정의
3. Gmail 홈 화면에서

> 설정을 누릅니다.

4. 일반 설정 또는 이메일 계정을 선택합니다.
5. 옵션을 누른 후 필요한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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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PLAY STORE 사용
Play Store 에서 앱과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기기에 설치합니다.

GOOGLE PLAY STORE 실행
홈 화면에서

위로 두 번 스와이프한 후 Play Store

를 선택합니다.

앱 검색
Play Store 홈 화면에서 앱을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카테고리별 앱 나열: 카테고리를 누른 후 스크롤합니다.
• 검색 사용: 필드에 검색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 설치된 앱을 보려면

을 누른 후 내 앱 및 게임을 누릅니다.

앱 설치
1. 홈 화면에서

위로 두 번 스와이프한 후

Play Store 를 선택합니다.

2. 카테고리를 누른 후 다운로드하려는 항목을 누른 후 추가 정보를 누릅니다.
3. 항목을 설치하려면 설치를 누릅니다.
참고 사항:
알림 패널에서 다운로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제거
1. Play Store 홈 화면에서

을 누른 후 내 앱 및 게임을 누릅니다.

2. 설치된 앱 탭을 선택합니다.
3. 제거할 앱을 선택하고 제거를 누릅니다.
4. 확인을 눌러 기기에서 앱을 제거합니다.

33

참고 사항:
전화의 기본 설정 > 앱 및 알림으로 이동하여 앱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앱 론처에서 앱을
손가락으로 누른 후 제거로 드래그하여 바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동기화
Cat® S52의 일부 앱(예: Gmail 및 달력)을 통해 다른 기기에서 추가, 보기 및 편집할 수 있는 동일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이러한 앱의 정보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면 기기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표시됩니다.
무선 데이터 동기화를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해당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기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기기를 동기화할 때 알림 표시줄에 데이터 동기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계정 관리
설치된 앱에 따라 기기의 연락처, 이메일 및 기타 정보를 여러 Google 계정 또는 기타 계정으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Google 계정을 추가하면 개인 이메일, 연락처 및 달력 항목을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정을 추가하여 회사 관련 이메일, 연락처 및 달력 항목을 별도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계정 추가
1. 홈 화면에서

두 번 위로 스와이프한 후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계정을 누릅니다. 화면에 현재 동기화 설정 및 관련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 중인 현재 계정 목록이
표시됩니다.
참고 사항:
• 네트워크 관리자 지원에서 계정 세부 정보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의 도메인
또는 서버 주소를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3. + 계정 추가를 누릅니다.
4. 계정 유형을 눌러 추가합니다.
5. 화면의 안내에 따라 계정에 대한 필수 및 선택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부분의 계정에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필요하지만 세부 정보는 연결 대상인 계정 종류 및 서비스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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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료되면 계정 설정 화면의 목록에 계정이 추가됩니다.

계정 제거
이메일, 연락처,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기에서 계정 및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기에서 로그인한 첫 번째 계정과 같이 일부 계정은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계정을 제거하려고
하면 해당 계정과 관련된 모든 개인 정보가 삭제됩니다.
1. 계정 설정 화면에서 계정을 눌러 삭제합니다.
2. 계정 제거를 누른 후 확인을 요청하면 다시 누릅니다.

계정 동기화 사용자 정의
기기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백그라운드 데이터 사용 및 동기화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계정에 대해 동기화된 데이터 종류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및 Gmail 과 같은 일부 앱은 여러
앱의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계정의 경우 양방향 동기화를 수행하며 기기의 정보 변경 사항은 웹의 해당 정보 사본에
적용됩니다. 일부 계정은 단방향 동기화만 지원하며 기기의 정보는 읽기 전용입니다.

계정의 동기화 설정 변경
1. 계정 설정 화면에서 계정을 누릅니다.
2. 계정 동기화를 누릅니다. 데이터 및 동기화 화면이 열리고 계정이 동기화할 수 있는 정보 목록이
표시됩니다.
3. 다음 방법을 통해 동기화할 항목을 활성화합니다.
• 해당 데이터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 자동 동기화를 비활성화하려면 해당 데이터 스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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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기타 앱 사용
달력 사용
달력을 사용하여 이벤트, 회의 및 약속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동기화 설정에 따라 기기의 달력은
다른 기기의 달력과 동기화됩니다.

달력 열기
홈 화면에서

위로 두 번 스와이프한 후

달력을 눌러 앱을 엽니다. 다시 눌러서 다양한 보기 및

설정 옵션을 표시합니다.

일정 생성
1. 아무 달력 뷰에서

을 누른 후 일정을 눌러 일정을 추가합니다.

2. 일정 제목, 위치 또는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일정에 대한 기간이 있는 경우 시작 및 종료 날짜와 시간을 누릅니다.
• 생일 또는 종일 일정 같은 특별한 행사인 경우 ‘하루 종일’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3. 일정 알림 설정, 상대방 초대, 색상 설정 및 메모 또는 첨부 파일 추가 등을 수행합니다.
4. 모든 정보가 입력되고 설정이 완료되면 저장을 누릅니다.

일정 알림 설정
1. 아무 달력 뷰에서 일정을 눌러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을 눌러 일정 편집을 시작합니다.

3. 알림 추가를 눌러 일정에 대한 알림을 설정합니다.
4. 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알람 사용
새 알람을 설정하거나 기존 알람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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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화면에서

위로 두 번 스와이프한 후

시계를 눌러 기기의 알람을 사용합니다.

알람 추가
1. 알람 목록 화면에서

을 눌러 알람을 추가합니다.

2. 알람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시계 다이얼을 사용하여 시간 및 분을 설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반복 모드를 설정하려면 반복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하나 이상의 옵션을 누릅니다.
• 알람음을 설정하려면

을 누른 후 옵션을 선택합니다.

• 알람이 울릴 때 기기가 진동하도록 하려면 진동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알람 제목을 추가하려면 제목을 누릅니다. 제목을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 사항:
• 기본적으로 알람이 자동 활성화됩니다.

계산기
Cat® S52에는 표준 및 고급 모드가 모두 포함된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 열기
홈 화면에서

위로 두 번 스와이프한 뒤

계산기로 이동하여 앱을 엽니다.

2. 왼쪽으로 스와이프하거나 장치를 수평으로 돌려 고급 계산기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기기 관리
기기를 구성하려면 홈 화면에서

위로 두 번 스와이프한 후 설정을 선택합니다.

날짜 및 시간 설정
기기를 처음 켜면 네트워크에서 제공한 시간을 사용하여 시간 및 날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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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자동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날짜, 시간, 시간대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날짜 및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설정 화면에서 시스템 > 날짜 및 시간을 누릅니다.
2. 자동 날짜 및 시간을 누른 후 끄기를 선택합니다. 자동 시간대 스위치를

왼쪽으로 이동하여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3. 날짜 설정을 누른 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4. 시간 설정을 누릅니다. 시간 설정 화면에서 시간 또는 분 필드를 누른 후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하여
시간을 설정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을 누릅니다.
5. 시간대 선택을 누른 후 목록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6. 24 시간 형식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여 24 시간 및 12 시간 형식으로 전환합니다.

디스플레이 개인 설정
화면 밝기 조정
1. 설정 화면에서 디스플레이 > 밝기 설정을 누릅니다.
2.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밀어서 화면을 어둡게 하거나 오른쪽으로 밀어서 더 밝게 합니다.
3. 슬라이더에서 손가락을 떼면 설정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팁: 자동 밝기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밀어 기기가 주위의 조명 수준에 따라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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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자동 회전
기기를 가로 및 세로로 전환할 때 디스플레이를 자동 회전하게 하려면 고급을 누른 후 자동 회전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화면이 꺼지기 전 대기 시간 조정
기기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이 꺼져 배터리 전원을 절약합니다. 대기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1. 설정 화면에서 디스플레이 > 고급 > 절전 모드를 누릅니다.
2. 화면이 꺼질 때까지 조명이 켜져 있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참고 사항:
기기가 절전 모드이면 지문 센서를 사용하거나 전원을 눌러 화면을 켤 수 있습니다.

벨소리 설정
무음 모드 켜기
• 화면에 나타날 때까지 볼륨 줄이기 키를 누릅니다. 그 후 첫 번째 아이콘을 눌러

을 선택합니다.

• 미디어 및 알람을 제외한 모든 사운드가 소거됩니다.

벨소리 볼륨 조정
홈 화면 또는 아무 앱에서나 벨소리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전화 통화 중 또는 음악이나 비디오
재생 시 제외). 볼륨 크게/작게 키를 눌러 벨소리 볼륨을 선택한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설정 화면에서
벨소리 볼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1. 설정 화면에서 소리를 누릅니다.
2. 벨소리 볼륨에서 슬라이더를 밀어 볼륨 수준을 조정합니다.

벨소리 변경
1. 설정 화면에서 소리를 누릅니다.
2. 전화 벨소리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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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할 벨소리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미리 듣기가 재생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전화 수신 시 기기를 진동 모드로 설정
설정 화면에서 소리 > 고급을 누릅니다. 그 다음 전화 수신 시 진동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전화 서비스 설정
데이터 로밍 켜기
1. 설정 화면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모바일 네트워크를 누릅니다.
2. 로밍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참고 사항:
• 로밍 중에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밍 비용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데이터 서비스 비활성화
1. 설정 화면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모바일 네트워크를 누릅니다.
2. 모바일 데이터 스위치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NFC 사용
NFC 를 사용하면 두 개의 NFC 지원 기기가 서로 닿거나 몇 센티미터 이내의 거리로 접근하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NFC 기능 활성화
1. 설정 화면에서 연결된 장치를 누릅니다.
2. NFC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3. Android™ Beam 기능도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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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를 통한 콘텐츠 전송
1. NFC 및 Android Beam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2. 공유할 콘텐츠를 엽니다. 웹 콘텐츠, YouTube 비디오, 연락처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3. 기기를 연달아 나란히 두고 ‘전송하려면 누르세요’ 메시지가 표시되면 화면을 누릅니다.

기기 보호
SIM 카드 PIN 활성화
1. 설정 화면에서 보안 및 위치 > 고급 > SIM 카드 잠금을 누릅니다.
2. SIM 잠금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3. SIM 카드 PIN 을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SIM 카드 PIN 을 언제든지 변경하려면 ‘SIM PIN
변경’을 누릅니다.
참고 사항:
기기에서 언제든지 비상 연락처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잠금으로 기기 보호
Cat® S52의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화면 잠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설정 화면에서 보안 및 위치 > 화면 잠금을 누릅니다.
2. 사용 가능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스와이프: 잠금 아이콘을 위로 밀어 화면 잠금을 해제합니다.
• 패턴: 올바른 잠금 해제 패턴을 그려서 화면 잠금을 해제합니다.
• PIN: PIN 번호를 입력하여 화면 잠금을 해제합니다.
• 암호: 암호를 입력하여 화면 잠금을 해제합니다.
• 지문: 지문 스캐너에 손가락 끝을 접촉해서 화면 잠금을 해제합니다.
3. 화면의 안내에 따라 선택한 화면 잠금 방법의 설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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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지문을 추가할 때 센서에 지문을 정확하게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가락의 중앙, 좌측, 우측 및
상단 끝 부분을 포함한 지문 전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센서가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저장된 지문을 사용하여 추가 보안이 필요한 일부 앱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 다음에 로그인할 때 앱에서 이 내용을 알려줍니다.

앱 관리
설치된 앱 보기
1. 설정 화면에서 앱 및 알림을 누릅니다.
2. 앱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앱을 눌러 세부 정보를 직접 확인합니다.
• 알림을 눌러 알림 설정을 구성합니다.
• 고급 > 앱 권한을 눌러 앱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를 조정합니다.
• 고급 > 기본 앱을 눌러 기본 앱을 설정 또는 초기화합니다.
• 고급 > 비상 경고를 눌러 비상 경고 설정을 변경합니다.
• 고급 > 특수 앱 액세스를 눌러 여기에 나열된 특수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앱을 구성합니다.

기기 재설정
개인 설정 백업
Google 계정을 사용하여 Google 서버에 개인 설정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교체하면 Google
계정에서 처음 로그인할 때 백업된 설정이 새 기기로 전송됩니다.
1. 설정 화면에서 시스템 > 백업을 누릅니다.
2. Google Drive 로 백업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초기화
초기화하면 기기가 출고 시 구성된 설정으로 재설정됩니다. 계정 정보,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설정,
다운로드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내장 스토리지의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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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재설정해도 다운로드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microSD 카드에 저장된 모든
파일(예: 음악 또는 사진)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1. 설정 화면에서 시스템 > 고급 > 재설정 옵션 > 모든 데이터 지우기(초기화)를 누릅니다.
2. 메시지가 표시되면 전화 재설정을 누른 후 모든 항목 지우기를 누릅니다. 기기가 최초 공장 설정으로
초기화된 후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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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작동 온도
• 기기를 충전하는 동안 주변 온도를 0°C~40°C 사이로 유지합니다. 배터리 전원 사용 시 주변
온도를 -25°C~55°C 사이로 유지합니다. 0ºC~+45ºC 의 범위를 벗어나는 온도에서 사용 시 보호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충전기 출력
충전기 출력 등급 5V/2.0A, 9V/1.7A.

전자 라벨 보기
기기의 규제 정보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홈 화면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2. 설정 화면에서 전화 정보 > 규제 정보를 누릅니다.

청력 손실 방지
청력 손상을 방지하려면 높은 볼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마십시오.

HAC(보청기 호환성)
무선 기기 규정: 미국 출시 제품 전용
보청기 호환성은 무엇입니까?
연방 통신위원회는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이러한 무선 통신 기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규칙 및 등급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디지털 무선 전화와 보청기의 호환성 표준은 미국
국립 표준 연구소(ANSI) 표준 C63.19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4 까지의 등급(4 가 최고 등급)을
사용하는 2 가지의 ANSI 표준 세트가 있습니다. 간섭 감소를 위한 ‘M’ 등급은 보청기의 마이크를
사용할 때 휴대폰 대화를 더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T’ 등급은 텔레코일 모드에서 작동하는
보청기와 함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하지 않는 배경 소음을 줄입니다.

이 기기는 일부 무선 기술에서 보청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테스트를 거쳐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청기 사용에 대해 아직 테스트되지 않은 새로운 무선 기술이 장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여러 위치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여 보청기 또는 인공 와우를 사용할 때 방해 소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청기 호환성에 대한 정보는 서비스 공급업체 또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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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반품 또는 교환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서비스 공급업체 또는 휴대폰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는 디지털 무선 모바일 기기가 보청기 및 기타 청각 보조 기기와
호환되도록 요구 사항을 설정했습니다.
• 무선 전화 업계는 청각 기기 사용자를 돕기 위해 등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바일 기기와의 호환성을
검토합니다.
• 등급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용자의 청각 기기 및 청각 손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의 청각 기기가 간섭에 취약하면 사용자가 등급이 부여된 전화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각 기기를 사용하여 모바일 기기를 테스트하는 것이 사용자의 개인 요구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FCC 는 디지털 무선 전화에 대한 HAC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미국 국립 표준
연구소(ANSI) C63.19-2011 보청기 호환성 표준에 따라 특정 기기를 테스트 및 평가해야 합니다.
보청기 호환성을 위한 ANSI 표준에는 두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 M 등급: M3 또는 M4 등급의 휴대폰은 FCC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등급 외 모바일 기기보다 청각
기기에 대한 간섭이 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등급 중 M4 가 높습니다.
• T 등급: T3 또는 T4 등급의 휴대폰은 FCC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휴대폰보다
청각 기기의 텔레코일(“T 스위치” 또는 “전화 스위치”)과 더 잘 호환됩니다. 두 등급 중 T4 가 높습니다.
(모든 청각 기기가 자체적으로 텔레코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님) 이 기기(FCC ID: ZL5S52E)의 M 등급
및 T 등급은 M3 및 T4 입니다.

응급 전화
이 기기를 서비스 영역 내에서 응급 전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에서 연결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는 필수 통신을 위한 단독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CE SAR 규정 준수
이 기기는 건강 보호를 위해 전자기장에 대한 일반 대중의 노출 제한과 관련한 EU 요구
사항(1999/519/EC)을 충족합니다.
제한 사항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장 사항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독립
연구 기관에서 과학적 연구에 대해 주기적으로 철저히 평가하여 개발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 대해 유럽 이사회에서 권장하는 한계 측정 단위는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전자파
흡수율)이며 SAR 한계는 조직 10g당 평균 2.0W/kg입니다. 국제 비이온화 방사 보호
위원회(ICNIRP)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45

신체 부착형 작동의 경우, 이 기기는 전용 액세서리와의 사용에 대해서 ICNIRP 노출 지침 및 유럽 표준
EN 62209-2를 충족합니다. 금속이 포함된 다른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ICNIRP 노출 지침 준수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AR은 기기를 신체에서 5mm 분리된 상태로 측정하며 기기의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높은 출력
전력 수준으로 전송합니다.
휴대폰에 대한 CE 규정에 따라 보고된 최고 SAR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 SAR: 1.07W/kg, 몸체 SAR: 1.32W/kg
RF 에너지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면 핸즈프리 액세서리 또는 기타 유사한 옵션을 사용하여 이 기기를
머리 및 몸체와 닿지 않게 하십시오. 기기를 몸에서 5mm 떨어트린 상태에서 휴대를 해야 노출 수준이
테스트 수준 이하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을 지원하며 금속 부품을 포함하지 않은 벨트,
권총집 또는 기타 유사한 신체 부착형 액세서리를 선택하십시오. 금속 부품이 있는 케이스는 테스트
또는 인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RF 노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치의 RF 성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액세서리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방사선에 대한 노출 수준을 줄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수신 조건이 양호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노출되는 방사선 양을 줄입니다(특히
지하 주차장, 기차 및 자동차 내).
• 핸즈프리 키트 사용
• 임산부의 경우 기기를 복부에서 떨어트린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 생식기와 떨어진 곳에서 기기를 사용하십시오.

FCC 규정
이 휴대폰은 FCC 규정 파트 15 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이 기기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으며 (2) 이 기기는 원하지 않는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 휴대폰은 테스트 결과 FCC 규정 파트 15 에 따라 Class B 디지털 기기의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 지역 설치 시 유해한 간섭에 대해 합당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기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하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 상황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기기가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는 지 여부는 기기를 껐다 켜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음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활용하여 간섭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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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재배치합니다.
-기기와 수신기 간의 거리를 늘립니다.
-기기를 수신기가 연결된 콘센트와 회로가 다른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판매자 또는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FCC 참고 사항:
주의: 규정 준수 책임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변경이나 수정 사항은 사용자의 기기 작동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RF 노출 정보(SAR)
이 휴대폰은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가 설정한 라디오 주파수(RF) 에너지 노출에 대한 방출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조됩니다.
SAR 테스트 중에 이 기기는 모든 테스트 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높은 전력 수준으로 전송하도록
설정되었으며, 머리에 대해 사용할 때 분리 없이 RF 노출을 시뮬레이션하는 위치에 배치되고, 몸체에
대해서는 10mm 떨어진 상태로 배치됩니다. SAR 은 가장 높은 전력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작동하는
동안 기기의 실제 SAR 수준은 최대값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휴대폰이 여러 전력 수준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전력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선
기지국 안테나에 가까워지면 전원 출력이 낮습니다.

측정 단위를 사용하는 무선 기기의 노출 표준을 전자파 흡수율 또는 SAR 라고 합니다.
FCC 에서 설정한 SAR 제한은 1.6W/kg 입니다.
이 휴대폰은 ANSI/IEEE C95.1-1992 의 일반인/비관리 노출 제한에 대해 SAR 을 준수하며
IEEE1528 에 지정된 측정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테스트되었습니다. FCC 는 FCC RF 노출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 및 보고돤 모든 SAR 수준에서 이 모델의 휴대폰에 대해 장비 인증을
부여했습니다. 이 휴대폰 모델에 대한 SAR 정보는 FCC 에 보관되어 있으며
www.fcc.gov/oet/ea/fccid 의 디스플레이 허가 섹션에서 FCC ID: ZL5S52E 를 검색한 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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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대한 FCC 규정에 따라 보고된 가장 높은 SAR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 SAR: 1.09 W/kg,
몸체 SAR: 0.88 W/kg,
무선 라우터 SAR: 1.14 W/kg
다양한 휴대폰의 SAR 수준과 여러 위치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정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신체 부착형 작동에 대한 SAR 준수는 기기와 몸체 간에 10mm 떨어진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기를 몸에서 10mm 이상 떨어진 상태로 휴대하여 RF 노출 수준을 보고된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합니다. 신체 부착형 작동을 지원하려면 금속 부품이 포함되지 않은 벨트 클립이나 권총집을
선택하여 이 기기와 몸체 간에 10mm 거리를 유지합니다.

금속이 포함된 모든 신체 부착형 액세서리에 대한 RF 노출 준수는 테스트 및 인증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신체 부착형 액세서리는 착용을 피해야 합니다.

캐나다 산업성 규정
이 기기는 ISED 의 라이선스 면제 RSS 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이 기기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이 기기는 원하지 않는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주의 :
(i) 밴드 5150-5250 MHz 에서 작동하기 위한 기기는 실내 용도로만 사용되어 공동 채널 모바일 위성
시스템에 대한 유해한 간섭 가능성을 줄입니다.
(iv) 해당하는 경우 섹션 6.2.2.3 에 명시된 e.i.r.p. 위성 고도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안테나
형식, 안테나 모델 및 최악의 경우 기울기 각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방사선 노출 설명:
이 제품은 제어되지 않은 환경에 대해 명시된 캐나다 휴대용 RF 노출 제한을 준수하며 본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의도된 작동에 안전합니다. 제품을 사용자의 신체에서 가능한 한 멀리 유지할 수 있는
경우 RF 에 대한 추가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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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부착형 작동
이 기기는 일반적인 신체 부착형 작동에 대해 테스트되었습니다. RF 노출 요구 사항을 준수하려면
사용자의 몸체와 핸드셋 간에 최소 10mm 거리(안테나 포함)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기에서
사용하는 타사 벨트 클립, 권총집 및 유사한 액세서리는 금속 부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신체 부착형 액세서리는 RF 노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폐기 및 재활용 정보
기기 및 포함된 배터리에 대한 이 기호는 일반적인 가정용 쓰레기로 폐기되어서는 안 됨을
나타냅니다. 기기 또는 배터리를 분리되지 않은 생활 폐기물로 버리지 마십시오. 기기 및 모든
배터리는 수명이 끝난 후 재활용 또는 적절한 폐기 절차를 위해 인증 폐기물 수집 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기기 또는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청, 가정 폐기물 처리 서비스 또는 이 기기를
구입한 소매점에 문의하십시오.

기기의 폐기는 유럽 연합의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WEEE) 지침을 따릅니다. WEEE 및 배터리를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는 이유는 존재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해 물질 감소
이 기기는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규정(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EU 규정(EC) No 1907/2006 (REACH))과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을
준주합니다.
지침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1/65/EU (RoHS) 및 개정 지침(EU) 2015/863). 기기의 REACH
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 www.catphone.com/certification 을 참조하십시오. 최신 정보를
보려면 웹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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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제 준수
이 제조업체는 이 기기가 Directive 2014/53/EU 의 필수 요구 사항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고
선언합니다. 적합성 선언은 웹 사이트 www.catphone.com/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공인 대리인:
Authorised Representative Service
77 Camden Street Lower
Dublin D02 XE80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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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정 준수 선언서
이 기기는 5150 ~ 5350 MHz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하는 경우에만 실내 사용으로 제한됩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벨기에(BE), 불가리아(BG), 체코 공화국(CZ), 덴마크(DK), 독일(DE), 에스토니아(EE),
아일랜드(IE), 그리스(EL), 스페인(ES), 프랑스(FR), 크로아티아(HR), 이탈리아(IT), 키프로스(CY),
라트비아(LV), 리투아니아(LT), 룩셈부르크(LU), 헝가리(HU), 몰타(MT), 네덜란드(NL),
오스트리아(AT), 폴란드(PL), 포르투갈(PT), 루마니아(RO), 슬로베니아(SI), 슬로바키아(SK),
핀란드(FI), 스웨덴(SE), 영국(UK), 스위스(CH), 노르웨이(NO), 아이슬란드(IS), 리히텐슈타인(LI),
터키(TR).

스펙트럼 및 전력표
대역

전도 전력(dB)

GSM 900

33

GSM 1800

30

WCDMA B1

24

WCDMA B5

24

WCDMA B8

24

FDD-LTE B1

24

FDD-LTE B3

24

FDD-LTE B5

24

FDD-LTE B7

24.5

FDD-LTE B8

24

FDD-LTE B20

24

FDD-LTE B28

24

FDD-LTE B38

24.5

WiFi: 2400 - 2483.5 MHz

20

WiFi: 5150 - 5250 MHz

19

WiFi: 5250 - 5350 MHz

19

WiFi: 5470 - 5725 MHz

19

WiFi: 5745 - 5825 MHz

19

Bluetooth: 2400 - 2483.5
MHz

9.5

NFC: 13.56 MHz

7.09 dBuA/m

참고 사항:
기기 사용 시 해당 국가 및 지역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이 기기는 유럽 연합(EU)의 일부 또는 모든
회원국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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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역은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통신사에
문의하십시오.
무선 기기가 작동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전송되는 최대 무선 주파수 전력:
모든 대역의 최대 동력은 관련 조화표준(Harmonized Standard)에 지정된 최고 제한 값보다 작습니다.
이 무선 기기에 적용되는 주파수 밴드 및 전송 전력 공칭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CAT® S52 사양
운영 시스템

Android 9 Pie

프로세서

MediaTek MT6765 Octa 코어

메모리

• 내장 메모리: 64GB eMMC / 4GB LPDDR4X SDRAM
• 외장 메모리: SDXC, 클래스 10/초고속/최대 256GB

셀룰러 네트워크

LTE: 1/ 2/ 3/ 4/ 5/ 7/ 8/ 20/ 28/ 38
WCDMA: 1/ 2/ 4/ 5/ 8
GSM; 850/ 900/ 1800/ 1900

디스플레이

크기 5.65 인치 HD+, 습기 및 장갑 착용 지원, GG6

카메라

• 후면 카메라: 12MP 듀얼 셀 PDAF 싱글 LED 플래시
• 전면 카메라: 8MP

센서

• 주변 조명
• 가속도계
• Gyroscope
• 나침반
• 근접

연결

• 오디오 잭: 3.5mm
• Bluetooth: 5.0
• USB: USB 2.0 (Type C)
• WiFi 802.11 a/b/g/n/ac
• GPS, aGPS, GLONASS, Gaileo, EGNOS, SBAS, Beidou
• RDS 포함 FM 라디오
• NFC
• SIM 유형: 나노 SIM

배터리

3100mAH

기타

인그레스 등급(Ingress Protection): IP68
낙하: 1.8m

크기

158.11 x 76.70 x 9.69mm

무게

210g

* 설계 및 사양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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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SAR 성명서
등급명

기준

1등급

Max value (SAR) 측정값 ≦ 0.8

1등급

본 제품의 전자파흡수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합니다.
본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의「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에 따라 최대출력 조건에서 머리에 근접하여 시험되
었으며, 최대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명

머리 전자파흡수율

S52

0.759W/kg

※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권고기준인 2 W/kg 보다 엄격한 1.6 W/kg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최대출력보다 현저히 낮은 출력상태에서 통신이 이루어지므로 전자파흡수율은 위
시험 결과보다 매우 낮습니다.
전자파흡수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또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C-BU5-S52
1.상 호 명: Bullitt Mobile Limited
2.기자재의 명칭 (모델명):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S52
3.제 조 자/제 조 국 : Bullitt Mobile Limited /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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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선언
제조업자:
사명: Bullitt Mobile Limited
주소: One Valpy, Valpy Street, Reading, RG1 1AR, Berkshire, UK
무선 장비:
모델: S52
선언 개체: Rugged Smart Phone
소프트웨어 버전: LTE_D0201121.1_S52
제공된 액세서리 및 구성 요소: AC 어댑터, USB 케이블, 이어폰
Bullitt Mobile Limited 는 위에서 설명한 제품이 관련 연합 조화 법규를 준수함을 단독 책임 하에
선언합니다.
RE Directive (2014/53/EU), RoHS Directive (2011/65/EU) 및 (EU)2015/863
다음 조화 표준 및/또는 기타 관련 표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건강 및 안전(RE 지침 제 3.1(a)조)

1.
•

EN 62311:2008, EN 62479:2010

•

EN 50360:2017, EN 62209-1:2016

•

EN 50566:2017, EN 62209-2:2010+A1:2019, EN 50663:2017

•

EN 60950-1:2006/A11:2009+A1:2010+A12:2011+A2:2013

•

EN 50332-1 :2013, EN50332-2 :2013
전자기 호환성(RE 지침 제 3.1(b)조)

2.
•

초안 EN 301 489-1 V2.2.0, EN 301 489-3 V2.1.1

•

초안 EN 301 489-17 V3.2.0, EN 301 489-19 V2.1.1, 초안 EN 301 489-52 V1.1.0

•

EN 55032:2015/AC:2016 Class B, EN 55035:2017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 (RE Directive 3.2)

3.
•

EN 301 511 V12.5.1

•

EN 301 908-1 V11.1.1, EN 301 908-2 V11.1.2, EN 301 908-13 V11.1.2

•

EN 300 328 V2.2.2, EN 301 893 V2.1.1

•

EN 300 440 V2.2.1

•

EN 303 413 V1.1.1

•

EN 300 330 V2.1.1

•

EN 303 345-1 V1.1.1 / 초안 EN 303 345-3 V0.0.10

통보된 기관(기관명: Telefication, ID: 0560)은 무선 장비 Directive 2014/53/EU 조항 III, 모듈 B 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3.1a, 3.1b, 3.2 조의 필수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EU 유형 검사 인증서(Ref. No.:
192140457/AA/00)를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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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itt Mobile Limited 을 대리하여 서명:
주소: One Valpy, Valpy Street, Reading, RG1 1AR, Berkshire, UK
날짜: 2019 년 10 월 17 일
담당자: Arlen Huang, 직책: 품질 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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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Caterpillar. All Rights Reserved. CAT, CATERPILLAR, LET’S DO THE WORK 및 해당
로고,”Caterpillar Yellow”, “Power Edge” 및 Cat “Modern Hex” 상품 외장, 이에 사용된 회사 및
제품 아이덴티티는 Caterpillar 의 상표이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www.cat.com /
www.caterpillar.com

Bullitt Mobile Ltd.는 Caterpillar Inc.가 인가한 사업자입니다.
Bullitt Mobile Ltd.의 및 타사 상호는 각 당사자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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