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뼛속까지 러기드 - 신제품 Cat(R) S32 스마트폰  

 

(라스베이거스 CES 및 잉글랜드 레딩 2020년 1월 7일 PRNewswire=연합뉴스) Cat(R) 

phones[http://www.catphones.com/en-gb/]가 가혹한 환경이나 야외 환경을 위한 기능으로 무장한 

견고하고 탄력 있는 스마트폰 Cat S32를 출시했다. 이 신제품은 Cat phones의 유산은 물론 러기드 폰 

디자인 부문에서 10년 넘게 구축한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하며, 더욱 저렴한 가격에 최상의 내구성을 

제공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672451-new-cat-s32-smartphone/   

 

Cat S32는 Cat phones 핵심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최신 기기로서, 극단적인 환경, 업무 또는 여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폰이 필요한 이들에게 완벽한 스마트폰이다. 신제품 Cat S32는 이 부문에서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핵심 기능(특히 긴 배터리 수명, 시장 주도적인 러기드 인증, 크고 밝은 디스플레이)을 

제공한다.  

 

Cat phones 고객은 신뢰할 수 있는 폰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고객을 위해 계속 작동하도록 Cat S32를 

설계한 이유다. Cat S32는 대형 4,200mAh 배터리, IP68 방진 및 방수 인증을 받은 러기드 바디(최대 1.5m 

수중에서 35분 동안 시험)를 선보인다. Cat S32는 또한 1.8m에서 강철로 반복 낙하하는 엄격한 시험도 

통과했다. 이 시험에는 모든 측면과 모서리로 여러 번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모든 환경 요소를 처리 

가능한지 확인하는 MIL SPEC 810G 테스트도 포함된다. 이 라인에 속하는 모든 Cat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Cat S32도 진동과 떨림 테스트, 염수 분무 시험을 진행했으며, 극단적으로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에서도 

작동하고, 열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다. Cat S32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Bullitt Group 제품 포트폴리오 VP Peter Cunningham은 "Cat S32는 매우 견고한 기기로서, 매우 얇지만 

견고한 Cat S52와 함께 새로워진 Cat 스마트폰 라인업에 추가된 환상적인 제품"이라며 "Cat S32는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에 따라 진정한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 자사는 이 제품 세대를 통해 자사의 

http://www.catphones.com/en-gb/
https://www.multivu.com/players/uk/8672451-new-cat-s32-smartphone/


핵심적인 러기드 인증(믿을 수 있는 방수, 방진 및 낙하 시험 통과)에 지속해서 집중하는 한편, 모든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개선시켰다"라고 설명했다.  

 

뼛속까지 러기드 제품인 Cat S32의 밝은 5.5" HD+ 18x9 디스플레이는 긁히지 않는 DragonTrail Pro 글래스로 

보호하며, 밝은 햇빛 속에서도 읽기가 가능하다. 또한, Cat S32의 터치스크린은 젖은 손가락이나 

장갑으로도 제어 가능하다.  

 

핵심 사양  

- 강력한 4,200mAh 배터리 

- 방수/방진(IP68), 1.8m에서 강철로 낙하 시험, MIL SPEC 810G, DragonTrail Pro 글래스 

- 방수 스마트폰 - 최대 1.5m에서 35분간 방수 유지 

- 젖은 손가락이나 장갑으로도 이용 가능한 터치스크린이 장착됐으며, 야외 사용에 최적화된 5.5" HD+ 

18x9 디스플레이 

- 안드로이드 10 (11로 업그레이드)  

- 3GB RAM, 32GB ROM, 확장 가능한 저장공간(마이크로SD(TM))  

- Mediatek Helio A20 MT 6761D 칩셋, 1.8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 13MP 후면 카메라, 5MP 전면 카메라 

- LTE Cat 6, VoLTE, VoWiFi  

- 질감을 살린 엑스트라 그립 디자인 

- Push to Talk (PTT, 밀어서 통화), SOS (Lone worker app, 단독 작업 앱) 또는 손전등이나 카메라를 쉽게 열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단축 키 

- 블루투스 5.0, NFC  

- 3.5mm 오디오 잭 

- 큐레이팅된 앱과 콘텐츠 카탈로그 

- 듀얼 SIM - 나노 SIM + 마이크로SD(TM)  



- 2년 보장 

 

Cat(R) S32 스마트폰의 권장 소비자가격(MSRP)은 299유로이며, www.catphones.com과 여러 소매업체 및 

통신사에서 구매 가능하다.  

 

Cat devices and accessories 소개:  

Cat 브랜드는 신용, 내구성, 신뢰도 및 품질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Cat DNA는 Bullitt Mobile Ltd.가 제공하는 

모든 Cat 모바일폰과 부대용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견고한 이동성을 갖춘 무한한 경험을 선사한다.  

 

Cat 폰과 부대용품에 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www.catphones.com을 참조한다.  

 

Bullitt Group 소개 

Bullitt Group은 세계 브랜드들이 새로운 부문, 특히 연결장치 시장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도록 

지원한다. Bullitt Group은 브랜드 파트너를 위해 라이선스 하에 제품을 제조, 마케팅 및 판매한다.  

 

Bullitt Group은 2009년 설립 이후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수백만 대의 모바일폰, 오디오 제품, 기타 

연결장치와 관련 주변장치를 설계, 제조 및 유통했다.  

 

Bullitt는 모바일폰과 관련 주변장치를 위한 Cat(Caterpillar Inc.)과 Land Rover의 국제 라이선시다.  

 

Bullitt Group의 본사는 잉글랜드 레딩에 있으며, 타이베이(대만), 선전(중국), 싱가포르에 추가 사무소를 

운영한다. 

 

www.bullitt-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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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1061107/Cat_S32.jpg     

영상: https://mma.prnewswire.com/media/1061111/Cat_S32_smartphone.mp4  

 

출처: Cat phones 

 

 

CONTACT:  Lisa Meakin/ Lisa@bullitt-group.com  +44 7968 3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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