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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종합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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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탭 S
갤럭시 탭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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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즈

ACCESSORIES

삼성전자 제품안내 카탈로그는 재생용지로 제작됩니다. 본 카탈로그는 정부에서

우수한 재활용 제품으로 인증 받아 GR마크를 획득한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자원 순환,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작은 노력, 삼성전자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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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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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S펜은 S23 Ultra에 한합니다.

SM-S911N
크기 / 무게 70.9 × 146.3 × 7.6 mm / 168g

디스플레이 153.9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12 MP(F2.2) 
후면 12 MP(F2.2) + 50 MP(F1.8) + 10 MP(F2.4) 

메모리 / 
스토리지

8 GB + 256 GB, 512 GB
* micro SD 슬롯 미지원

배터리 3,900 mAh

색상
팬텀 블랙, 그린, 크림, 라벤더
삼성닷컴 단독컬러 : 그라파이트, 라임
* 삼성닷컴 단독컬러는 삼성닷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는 별매입니다. (SD 슬롯 미지원 모델 제외)

SM-S916N
크기 / 무게 76.2 × 157.8 × 7.6 mm / 195g

디스플레이 166.5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10 MP(F2.2)
후면 12 MP(F2.2) + 50 MP(F1.8) + 10 MP(F2.4) 

메모리 / 
스토리지

8 GB + 256 GB, 512 GB
* micro SD 슬롯 미지원

배터리 4,700 mAh

색상
팬텀 블랙, 그린, 크림, 라벤더
삼성닷컴 단독컬러 : 그라파이트, 라임
* 삼성닷컴 단독컬러는 삼성닷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는 별매입니다. (SD 슬롯 미지원 모델 제외)

SM-S918N
크기 / 무게 78.1 × 163.4 × 8.9 mm / 233g

디스플레이 173.1 mm Quad 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12 MP(F2.2) 
후면 12 MP(F2.2) + 200 MP(F1.7) 
         + 10 MP(F2.4) + 10 MP(F4.9) 

메모리 / 
스토리지

12 GB + 256 GB, 512 GB, 1 TB 
* micro SD 슬롯 미지원   * 1 TB는 삼성닷컴 단독컬러에 한합니다.

배터리 5,000 mAh

색상
팬텀 블랙, 그린, 크림, 라벤더
삼성닷컴 단독컬러 : 그라파이트, 스카이 블루, 레드, 라임
* 삼성닷컴 단독컬러는 삼성닷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는 별매입니다. (SD 슬롯 미지원 모델 제외)

* S23 Ultra 그라파이트, 스카이 블루, 라임, 레드와 S23 / S23+ 그라파이트, 라임은 삼성닷컴 단독컬러로 삼성닷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amsung.com 에서 확인하세요.

팬텀블랙 라벤더크림그린 그린팬텀블랙 크림 라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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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갤럭시 사상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

2  밤에도 낮에도 디테일에 강한 카메라

3  자연을 담은 갤럭시 프리미엄 디자인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적습니다.
* 제 3의 실험실 환경에서 측정한 평균 값입니다. -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예상 평균 값입니다. - 정격 용량은 갤럭시 S23의 경우 3,785 mAh, 갤럭시 S23+의 경우 4,565 mAh, 갤럭시 S23 Ultra의 경우 
4,855 mAh 입니다. - 실제 배터리 수명은 네트워크 환경, 사용 패턴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 갤럭시 사상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 -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이며, 실제 UI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스냅드래곤은 Qualcomm Technologies, Inc 및 또는 그 자회사의 제품입니다.
* 밤에도 낮에도 디테일에 강한 카메라 - 기본 12 MP 촬영 대비 200 MP는 16배 해상도, 200 MP는 S23 Ultra의 후면 카메라에 한합니다. - 디지털줌, 광학줌은 후면 카메라에 한합니다. 
- 스페이스줌은 디지털줌이 포함되어 있어 이미지품질이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 - Expert RAW는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 자연을 담은 갤럭시 프리미엄 디자인 - 금속 프레임의 애노다이징을 위한 염료는 10 % 의 천연염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글래스 PET필름과 재활용 글래스, 해양 폐기물 재활용 플라스틱은 UL에서 친환경 소재 함유량에 대한 EVC (환경 클레임 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갤럭시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세서를 적용한 S23 Series는 고사양 게임도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부드럽고 끊김 없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 트레이싱 기술로 최고 수준의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게임과 영화를 마음껏 즐겨도 넉넉한 배터리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이번 S23 Series의 디자인은 카메라를 강조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갤럭시 카메라 디자인의 정체성을 완성하였습니다.
최고 성능의 S23 Ultra는 엣지부분의 디자인을 그립감은 유지한 채 평면 영역을 넓혀 S펜의 사용성을 강화했습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는 다채로운 색만큼 각기 다른 매력을 드러냅니다.

따뜻한 톤이 기본 색감으로 적용된 셀피 모드에서는 감성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낮에도 화사한 나의 모습을 셀피로 남겨보세요. 
S23 Ultra에서는 감동적인 디테일의 2억 화소 광각 카메라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선된 VDIS적용으로 야간에도 또렷하고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더 커진 배터리 용량

S23 Ultra

5,000mAh 

S23+

4,700mAh 
VS

200mAh
S23

3,900mAh 
VS

200mAh

4,500mAhS22+ 3,700mAhS22

200MP 카메라

감동적인 디테일

S22 Ultra 

엣지 구간 30% 감소 갤럭시의 시그니처 순수하고 밝은 자연의 상징 생기를 불어넣는

팬텀블랙 크림 그린 라벤더

       추천                추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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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지금 펼쳐집니다

* S펜은 별도 판매입니다. * S펜은 메인 디스플레이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 폴더블 기기 전용으로 설계된 S펜 프로 또는 S펜 폴드 에디션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팬텀 블랙그레이그린 베이지

SM-F936N

크기 / 무게 접었을 때 : 155.1 × 67.1 × 15.8~14.2 mm
펼쳤을 때 : 155.1 × 130.1 × 6.3 mm / 263 g

디스플레이
메인 : 192.1 mm QXGA+ Dynamic AMOLED 2X
커버 : 157.3 mm 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 4 MP(F2.2)
후면 : 50 MP(F1.8) + 12 MP(F2.2) + 10 MP(×3)(F2.4)
커버 : 10 MP(F2.2)

메모리
12 GB + 256 GB, 12 GB + 512 GB / 
12 GB + 1 TB (닷컴 전용)
* micro SD 슬롯 미지원

배터리 4,400 mAh
색상 팬텀 블랙, 그레이 그린, 베이지 / 버건디 (닷컴 전용)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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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손에 편안하게 들어오는 프리미엄 디자인

2  접었을 때도 넓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커버 디스플레이

3  어두운 밤에도, 30배 줌에도 밝고 선명한 카메라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적습니다.
* 표시된 배터리 용량은 외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 한 손에 편안하게 들어오는 프리미엄 디자인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활용 소재 사용은 일부 소재에 한함.
* 접었을 때도 넓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커버 디스플레이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작을 수 있습니다. - UDC는 사진, 동영상 모드만 지원합니다.
* 어두운 밤에도, 30배 줌에도 밝고 선명한 카메라 - 줌 기능은 후면카메라 촬영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20배 이상 확대 시 줌 맵이 활성화됩니다. - 스페이스 줌은 디지털 줌을 포함하고 있어 이미지 품질이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나이토그래피: Night와 Photography의 합성어로 야간 촬영에 최적화된 카메라 - OIS : Optical Image Stabilization(광학식 손떨림 보정) - VDIS Video Digital Image Stabiliz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영상 촬영시 흔들림을 최소화 
- AI 스테레오 뎁스 맵(AI Stereo Depth Map) : 피사체와 배경을 효과적으로 분리 - 후면/커버 카메라에 한합니다. - 기존 Z Fold3 대비 더 커진 이미지 센서 - 플렉스 모드는 75~115˚ 의 각도에서 지원됩니다. -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기존 그립감은 유지하면서 무게는 줄여 좀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매트한 질감의 헤이즈 공법 적용, 간결해진 플랫 프레임으로 프리미엄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더 커진 이미지 센서로 더 많은 빛을 흡수, 슈퍼 클리어 글라스로 밝고 선명한 야간 사진을 찍을 수 있죠.
20배 이상 줌을 해도, 줌 맵을 통해서 피사체의 전체 모습과 확대한 부분을 한눈에 비교하며 촬영이 가능합니다.

힌지와 베젤을 줄여 커버 디스플레이는 더욱 꽉 차게, 상하 길이 또한 줄여 더 넓어진 화면비를 제공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또한 UDC 카메라 홀을 숨겨 몰입감 넘치는 대화면 경험을 선사합니다. 

3배 개선된 응답 속도 * N20 Ultra 내장 S펜과 비교 시*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로 실사용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8g

바나나맛
우유

263 g 약 263 g

263g
갤럭시만의 특별한  

클래식 컬러
자연에서 스며든 듯한 

차분한 느낌의 톤 다운된 그린
따뜻하고 세련된 

뉴트럴 컬러

팬텀 블랙
Phantom Black

그레이그린
Graygreen

베이지
Beige

SIGNATURE

6.2”
(158.2 mm)

24.5 :9

271g15
8.

2 
m

m

67.1 mm67.1 mm

6.2”
(157.3 mm)

23.1 : 9

폭이 넓어진 디스플레이
+2.7mm

-8g263g155.1 mm

-3.1 mm

실제 촬영되는 화면

캡처 뷰 20배 이상 확대 시 전체 이미지와
확대한 부분 표시줌 맵(Zoom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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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지금 펼쳐집니다

SM-F721N

크기 / 무게 접었을 때 : 84.9 × 71.9 × 17.1~15.9 mm
펼쳤을 때 : 165.2 × 71.9 × 6.9 mm / 187 g

디스플레이
메인 : 170.3 mm FHD+ Dynamic AMOLED 2X
커버 : 48.2 mm Super AMOLE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10 MP(F2.4)
후면 12 MP(F1.8) + 12 MP(F2.2)

메모리 8 GB + 256 GB, 8 GB + 512 GB
* micro SD 슬롯 미지원

배터리 3,700 mAh
색상 보라 퍼플, 블루, 핑크 골드, 그라파이트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라파이트 핑크 골드 블루보라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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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르게 충전하고 오래 사용하는 대용량 배터리

2  나만의 각으로 자유롭게 촬영하는 플렉스캠

3  슬림 힌지 & 베젤로 완성도를 높인 프리미엄 디자인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적습니다.
* 표시된 배터리 용량은 외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 빠르게 충전하고 오래 사용하는 대용량 배터리 - 배터리 용량은 외부기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 25 W 이상의 초고속 충전기로 30분 충전 시 최대 50 % 충전 - 실험 조건 : 삼성 정품 25 W 충전기로 실시한 내부 실험 결과로 전원이 0 % 남아 있으며 모든 서비스 및 기능,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30분 충전 시 최대 50 % 충전됩니다. 
- 충전기는 별매입니다. 초고속 충전 사용시, 삼성 정품 25 W 이상 충전기와 USB C to C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충전 후 사용 시간과 충전 속도는 실제 사용 패턴과 환경,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나만의 각으로 자유롭게 촬영하는 플렉스캠 - 플렉스캠은 플렉스 모드로 촬영하는 카메라 경험으로, 플렉스 모드는 75~115˚의 각도에서 지원됩니다. -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

힌지를 얇게 줄이면서 내부 공간을 확보해 배터리 용량을 3,700 mAh로 늘렸습니다.
더 빨리진 유선 충전은 25 W 이상의 초고속 충전기로 30분 충전 시 최대 50 %까지 빠르게 충전됩니다.

좌우 폭과 길이를 줄여 보다 콤팩트해진 사이즈는 편안한 그립감을 주며, 힌지는 줄이고
측면의 메탈프레임은 플랫 단면으로 표현해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셀피, 항공 샷, 하이앵글 샷 등 목적에 따라 원하는 앵글, 미리보기 화면 이동을 활용해 쉽고 다채롭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플렉스캠으로 숏폼도 더 쉽고 재미있게 만들수 있습니다. 셀프 촬영도 쉽고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영상을 촬영해보세요.

Vs. Z Flip3

3,700 mAh
더 커진 배터리 용량

25W 이상의 초고속 충전기로  
30분 충전 시 최대 50% 충전

더 빨라진 유선 충전

전면 카메라

커버 디스플레이

10 MP F2.4 

퀵 샷 / 듀얼 프리뷰

후면 카메라

광각 
12MP Dual Pixel AF, OIS 

F1.8
초광각 

12MP F2.2 

슈퍼 클리어 글라스
(고릴라 글라스 DX) 
- 카메라 빛번짐 감소

나이토그래피
더 커진 이미지 센서   

+ 향상된 NPU

FlexCam 상단 뷰잉

하단 컨트롤

84.9 mm

71.9 mm 

72.2 mm

86.4 mm

-1.5 mm

-0.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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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F916N

크기 / 무게 접었을 때 : 159.2 × 68.0 × 13.8~16.8 mm
펼쳤을 때 : 159.2 × 128.2 × 6.9 mm / 282 g

디스플레이
메인 : 192.7 mm QXGA+ Dynamic AMOLED 2X 
커버 : 158.1 mm HD+ Super AMOLED
* 화면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카메라
후면 : 12 MP(F1.8) + 12 MP(F2.2) + 12 MP(F2.4)
전면 : 10 MP(F2.2) 
커버 : 10 MP(F2.2)

메모리 12 GB RAM + 256 GB
* micro SD 슬롯 미지원

배터리 4,500 mAh
색상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블랙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가 지금 펼쳐집니다

SM-S901N
크기 / 무게 70.6 × 146.0 × 7.6 mm / 167 g

디스플레이 153.9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카메라 전면 : 10 MP(F2.2) 
후면 : 12 MP(F2.2) + 50 MP(F1.8) + 10 MP(F2.4)

메모리 8 GB RAM + 256 GB
* micro SD 슬롯 미지원

배터리 3,700 mAh
색상 팬텀 화이트, 팬텀 블랙, 핑크 골드, 그린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M-S906N
크기 / 무게 77.9 × 157.4 × 7.6 mm / 195 g

디스플레이 166.5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카메라 전면 : 10 MP(F2.2) 
후면 : 12 MP(F2.2) + 50 MP(F1.8) + 10 MP(F2.4)

메모리 8 GB RAM + 256 GB 
* micro SD 슬롯 미지원

배터리 4,500 mAh

색상 팬텀 화이트, 팬텀 블랙, 핑크 골드, 그린
삼성닷컴 단독컬러 : 그라파이트, 크림, 스카이 블루, 바이올렛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삼성닷컴 단독컬러는 삼성닷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SM-S908N
크기 / 무게 77.9 × 163.3 × 8.9 mm / 228 g

디스플레이 173.1 mm QHD+ Dynamic AMOLED 2X
* 화면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카메라
전면 : 40 MP(F2.2) 
후면 :  12 MP(F2.2) + 108 MP(F1.8) +  

10 MP(F2.4) + 10 MP(F4.9)

메모리 12 GB RAM + 256 GB / 512 GB / 1TB 
* micro SD 슬롯 미지원  * 1TB는 삼성닷컴 단독컬러에 한합니다.

배터리 5,000 mAh

색상 버건디, 팬텀 화이트, 팬텀 블랙, 그린
삼성닷컴 단독컬러 : 그라파이트, 스카이 블루, 레드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삼성닷컴 단독컬러는 삼성닷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팬텀
화이트

팬텀
블랙

핑크
골드

그린 보라 
퍼플

버건디 팬텀
화이트

팬텀
블랙

그린

(S22 모델 한정)

* S22 Ultra 그라파이트, 스카이 블루, 레드와 S22+ 그라파이트, 크림, 스카이 블루, 바이올렛은 삼성닷컴 단독컬러로 삼성닷컴에서 구매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amsung.com 에서 확인하세요.

* 내장 S펜은 S22 Ultra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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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욱 빠르고 스마트해진 내장 S펜

2  어둠 속에서도 밝고 선명한 나이토그래피 카메라

3  더욱 쉽고 똑똑해진 AI 편집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적습니다.
* 표시된 배터리 용량은 외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  더욱 빠르고 스마트해진 내장 S펜 - 내장 S펜은 S22 Ultra에 한합니다. - S펜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은 일부 앱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둠 속에서도 밝고 선명한 나이토그래피 카메라 - 후면 카메라에 한합니다.

Ultra를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내장 S펜을 지원합니다. S펜을 바로 뽑아서 메모해보세요. 빠른 응답 속도를 지원하여 마치 종이 위에 펜으로 쓰는듯한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선사합니다. 빠르게 쓴 손글씨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능력도 갖췄습니다.

불필요한 피사체를 선택해서 지울 수 있는 AI 지우개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빛 반사나 그림자까지 제거해줘 더욱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 줍니다.
사진 리마스터 기능을 사용하면, 오래된 사진의 인물 선명도를 개선해줄 뿐만 아니라 모니터 촬영 시 생기는 물결 무늬도 제거할 수 있어요.

향상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전문가 수준의 카메라로 이제 밤은 사진 찍기 참 좋은 시간이 됩니다. 최소한의 노이즈로 최대한의 빛을
끌어모으는  108MP(S22 Ultra), 50MP(S22 | S22+) 픽셀과 빛 번짐, 빛 반사 현상을 최소화하는 슈퍼 클리어 글래스 덕분이죠.
여기에 조도에 맞춰 최적의 프레임 속도로 자동 조절되는 기능 덕분에 야간에도 더욱 밝고 선명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내장 S펜으로 간편한 휴대성

AI 지우개

3배 개선된 응답 속도

사진 리마스터

* N20 Ultra 내장 S펜과 비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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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 블랙 팬텀 그린 팬텀 실버

SM-F926N

크기 / 무게 접었을 때 : 158.2 × 67.1 × 14.4~16.0 mm 
펼쳤을 때 : 158.2 × 128.1 × 6.4 / 271 g

디스플레이
메인 : 191.9 mm QXGA+ Dynamic AMOLED 2X 
커버 : 158.2 mm 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후면 : 12 MP(F1.8) + 12 MP(F2.2) + 12 MP(F2.4)
커버 : 10 MP(F2.2)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 4 MP(F1.8) 

메모리 12 GB RAM + 256 GB, 12 GB RAM + 512 GB
* micro SD 슬롯 미지원

배터리 4,400 mAh
색상 팬텀 블랙, 팬텀 그린, 팬텀 실버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팬텀 그린은 256GB 한정 판매합니다.

* S펜은 별도 판매입니다.  * S펜은 메인 디스플레이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 폴더블 기기 전용으로 설계된 S펜 프로 또는 S펜 폴드 에디션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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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화면에서 즐기는 폴더블 최초 S펜

이제 폴드3의 대화면에서 S펜을 사용해보세요! 플렉스 모드에서 상단에는 영상을 띄어 놓고, 하단에는 삼성 노트를 실행해 바로 필기할 수 있죠.
S펜으로 쓴 손글씨도 바로 텍스트로 변환해줘서 정말 편리합니다.

2  더욱 편리하고 강력해진 대화면 사용성

대화면에 최적화된 UI로 한눈에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멀티 뷰와 여러 앱을 동시에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멀티윈도우까지, 대화면으로 더 많은 것을 더욱 
편리하게 즐겨보세요. 테스크 바를 화면에 고정하면 PC의 작업표시줄처럼 여러 가지 앱을 더 빠르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폴더블 최초 방수를 지원하여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나, 물을 엎질러도 안심입니다. 또한 아머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프레임과 힌지의 내구성을 높였고,
폴더블 사상 가장 강력한 글래스인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전후면에 적용하여 낙하 저항과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3  견고한 내구성과 폴더블 최초 방수 지원

멀티뷰 멀티 윈도우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전면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적습니다.
* 표시된 배터리 용량은 외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 대화면에서 즐기는 폴더블 최초 S펜 지원 - S펜은 별도 판매입니다.  - 폴더블 기기 전용으로 설계된 S펜 프로 또는 S펜 폴드 에디션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다른 S펜이나 다른 제조사의 스타일러스 펜은 화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S펜 폴드 에디션은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으며, 무선 제어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설정> 유용한 기능 > S펜 > S펜으로 텍스트 입력하기 기능 활성화를 통해 S펜으로 텍스트 입력 및 편집이 가능합니다.  - 프리 스탠딩을 지원하는 각도는 75 ~ 115˚ 입니다.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
* 더욱 편리하고 강력해진 대화면 사용성 - 멀티 뷰로 기본 설정되어 있으며, 표준 보기 모드로도 설정 가능합니다.  - 멀티 뷰는 삼성 기본 앱 및 MS Office, YouTube, Zoom 등에서 지원되며, 일부 앱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일부 앱에서는 멀티 윈도우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앱은 설정> 실험실에서 멀티 윈도우 활성화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최대 2개,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는 최대 3개 앱까지 멀티윈도우를 지원합니다.
* 견고한 내구성과 폴더블 최초 방수 지원 - 이 제품은 방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 IPX8 방수 등급은 IEC 표준 60529 요구사항에 따라 수심 1.5 m 담수에서 30분 동안 실험한 결과입니다. - 정상적인 방수 기능 동작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주의하여 사용하세요. - 수영장물 / 바닷물에
   제품을 노출하지 마세요. - 수압이 센 물에 제품을 노출하지 마세요. 급격한 수압 상승으로 당사가 보증하는 방수 성능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물에 노출되었을 경우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 완전히 말리세요. - 제품이 깨끗한 물이 아닌 액체 (비눗물, 오일, 향수, 자외선
   차단제, 손세정제, 화장품과 같은 화학제품 등)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셔야 방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물에 잠겨 있거나 마이크, 스피커 또는 수화부가 젖어 있으면 원활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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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F711N

크기 / 무게 접었을 때 : 86.4 × 72.2 × 15.9~17.1 mm
펼쳤을 때 : 166.0 × 72.2 × 6.9 mm / 183 g

디스플레이
메인 : 170.3 mm FHD+ Dynamic AMOLED 2X
커버 : 48.2 mm Super AMOLE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 10 MP(F2.4)
후면 : 12 MP(F1.8) + 12 MP(F2.2)

메모리 8 GB RAM + 256 GB
* micro SD 슬롯 미지원

배터리 3,300 mAh
색상 크림, 팬텀 블랙, 그린, 라벤더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림 팬텀 블랙 그린 라벤더

* Z 플립3 비스포크 에디션 : 프레임과 전ㆍ후면 패널을 나만의 스타일로 조합할 수 있는 Z 플립3 비스포크 에디션은 삼성닷컴 전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www.samsung.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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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미니멀한 사이즈의 갤럭시 Z플립 3가 투톤 컬러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확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 덕분에 열지 않고 접은 채로 삼성페이 결재, 알림 확인, 위젯 제어까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스타일부터 활용도까지 업그레이드된 커버 디스플레이

2  유니크한 경험을 주는 플렉스 모드

셀피의 완성은 각도죠. 상황에 따라 원하는 각도를 찾아서 거치대 없이 자유롭게 셀피를 촬영해보세요. 하이 앵글 샷, 로우 앵글 샷 모두 가능하죠.

이제 비 오는 날에도 안심하세요. 폴더블 최초 방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아머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프레임과 힌지의 내구성을 높였고,
폴더블 사상 가장 강력한 글래스인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전후면에 적용하여 낙하 저항과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3  견고한 내구성과 폴더블 최초 방수 지원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전면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적습니다.
* 표시된 배터리 용량은 외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 스타일부터 활용도까지 업그레이드 된 커버 디스플레이 - 특정 앱이나 위젯은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니크한 경험을 주는 플렉스 모드 - 프리 스탠딩을 지원하는 각도는 75 ~ 115˚ 입니다.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
* 견고한 내구성과 폴더블 최초 방수 지원 - 이 제품은 방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 IPX8 방수 등급은 IEC 표준 60529 요구사항에 따라 수심 1.5 m 담수에서 30분 동안 실험한 결과입니다. - 정상적인 방수 기능 동작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주의하여 사용하세요. - 수영장물 / 바닷물에
   제품을 노출하지 마세요. - 수압이 센 물에 제품을 노출하지 마세요. 급격한 수압 상승으로 당사가 보증하는 방수 성능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물에 노출되었을 경우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 완전히 말리세요. - 제품이 깨끗한 물이 아닌 액체 (비눗물, 오일, 향수, 자외선
   차단제, 손세정제, 화장품과 같은 화학제품 등)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셔야 방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물에 잠겨 있거나 마이크, 스피커 또는 수화부가 젖어 있으면 원활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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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M536S
크기 / 무게 77.0 × 164.7 × 7.4 mm / 176 g 

디스플레이 169.5 mm FHD+ Super AMOLED Plus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 32 MP(F2.2) 
후면 : 108.0 MP(F1.8) + 8.0 MP(F2.2) + 
           2.0 MP(F2.4) + 2.0 MP(F2.4)

메모리 8 GB RAM + 128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5,000 mAh
색상 블랙, 화이트, 블루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는 별매입니다.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적습니다.
* 표시된 배터리 용량은 외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108 MP 카메라 - 108MP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에 한합니다.
* 선명하고 부드러운 120 Hz 디스플레이 - 주사율은 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앱에서는 120 Hz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고해상도 108 MP 메인 카메라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세밀한 촬영을 해보세요. 어두울 때는 
노이즈를 줄이고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1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108 MP 카메라

부드러운 곡선 마감과 슬림한 두께, 
가벼운 무게까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슬림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2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슬림한 디자인

120 Hz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Super AMOLED Plus 디스플레이로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영상을 즐겨 보세요. 

3

선명하고 부드러운 
120 Hz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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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전면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적습니다.  * 표시된 배터리 용량은 외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 OIS 지원 64 MP 고화소 카메라 - OIS 지원 메인 카메라, 초광각, 심도, 접사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에 한합니다.
* FHD+ Super AMOLED 120 Hz 디스플레이 - 최대 밝기는 자사 실험치입니다. 설정에서 밝기 최적화 기능을 켜짐으로 설정한 뒤, 밝기 센서가 인식가능한 20,000 Lux 이상의 환경에 디스플레이가 노출될 경우 최대 밝기가 800니트까지 밝아집니다.    빛의 각도나 환경에 따라 측정값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사율은 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앱에서는 120 Hz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넉넉한 대용량 배터리와 IP67 방수방진 - 25 W 고촉충전기는 별매입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용 패턴을 기준으로 실험하였습니다. 실험을 통해 도출된 수치입니다. 제품 출시 전 
Strategy Analytics가 2022년 1월 20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미국과    영국에서 LTE와 5G 서브 네트워크를 SM-A536 모델을 사용하여 진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제 배터리 사용시간은 네트워크 환경, 사용한 앱, 통화 및 메시지 전송량, 충전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은 
방수, 방진 기능을 지원합니다. - IP67 방수 등급은 IEC 표준 60529 요구사항에 따라 수심 1 m 담수에서 30분 동안 실험한 결과입니다. - 정상적인 방수 기능 동작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주의하여 사용하세요. - 수영장물 / 바닷물에 제품을 노출하지 마세요. - 수압이 센 물에 제품을 노출하지 마세요. 
급격한 수압 상승으로 당사가 보증하는 방수 성능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물에 노출되었을 경우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 완전히 말리세요. - 제품이 깨끗한 물이 아닌 액체 (비눗물, 오일, 향수, 자외선 차단제, 손세정제, 화장품과 같은 화학제품 등)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셔야 방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물에 잠겨 있거나 마이크, 스피커 또는 수화부가 젖어 있으면 원활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OIS를 지원하는 64 MP 고화소 카메라로 움직임이
있거나 저조도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초광각, 접사,심도 카메라를 
사용해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며, AI지우개와 
사진 리마스터 기능을 사용하면 더욱 멋지게 
보정도 가능합니다.

1

OIS 지원 64 MP  
고화소 카메라

FHD+ Super AMOLED 디스플레이로 생생한 
디테일을 만나보세요. 최대 밝기 800 nit 로 
야외에서의 시인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120 Hz 
주사율을 지원하여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FHD+ Super  AMOLED 
120 Hz 디스플레이

5,000 mAh 대용량 배터리로 다양한 콘텐츠를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25 W 초고속 충전으로 
빠르게 충전도 가능하죠. 또한 물과 먼지에 강한 
IP67 등급을 지원하여 최대 30분 동안 1 m의 
깊이의 물속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3

넉넉한 대용량 배터리와 
IP67 방수방진

SM-A536N
크기 / 무게 74.8 × 159.6 × 8.1 mm / 189 g

디스플레이 164.0 mm FHD+ Super AMOLE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 32 MP(F2.2)
후면 :  64 MP(F1.8) + 12 MP(F2.2) +
           5 MP(F2.4) + 5 MP(F2.4)

메모리 6 GB RAM + 128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5,000 mAh
색상 어썸 블루, 어썸 화이트, 어썸 블랙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는 별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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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적습니다.  
* 표시된 배터리 용량은 외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 대화면 V-Cut 디스플레이(90 Hz) - 주사율은 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앱에서는 90 Hz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오래가는 대용량 배터리 - 15 W 고속충전기는 별매입니다.   
* 고화질 50 MP의 트리플 카메라 - 50 MP 메인 카메라, 심도, 접사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에 한합니다. 

165.5 mm의 HD+ 디스플레이(90 Hz)는 생생하고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며, V-Cut 디스플레이로 
몰입감 있게 영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대화면 V-cut 
디스플레이(90 Hz)

4 GB RAM의 빠른 처리 성능과 64 GB의 대용량 
내장 메모리는 충분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최대 
1 TB 외장 메모리 추가까지 가능합니다. 

2  
오래가는 
대용량 배터리

고화질의 5,000만 화소의 메인카메라와 
다양한 렌즈로 일상을 작품처럼 남겨보세요. 
아웃포커싱으로 인물 중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심도 카메라까지 적용돼 보다 감각적인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3

고화질 50 MP의
트리플 카메라

SM-A136S
크기 / 무게 164.5 × 76.5 × 8.8 mm / 195 g

디스플레이 165.5 mm HD+ TFT V-Cut 디스플레이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5 MP(F2.0)
후면 50 MP(F1.8) + 2 MP(F2.4) + 2 MP(F2.4)  

메모리 4 GB + 128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5,000 mAh
색상 라이트 블루, 블랙, 화이트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는 별매입니다.
* SKT 사업자 전용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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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적습니다.
* 표시된 배터리 용량은 외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 FHD+ 대화면 120Hz 디스플레이 - 주사율은 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앱에서는 120 Hz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명하고 또렷한 50MP 카메라 - 50 MP 메인 카메라, 초광각, 심도, 접사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에 한합니다.
* 5,000 mAh 대용량 배터리 - W25 고촉충전기는 별매입니다.

Full HD+ 해상도로 콘텐츠를 선명하게 
즐길 수 있고 120 Hz의 고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FHD+ 대화면
120 Hz 디스플레이

50 MP 메인 고해상도 카메라로
매순간 선명하게 촬영하세요.
초광각 카메라, 뎁스카메라, 접사카메라까지 있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렌즈로 촬영하여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선명하고 또렷한
50 MP 카메라

5,000 mAh 대용량 배터리로 평소 좋아하는 
콘텐츠를 오랫동안 즐기세요. 
25W 고속충전을 지원해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3

5,000 mAh
대용량 배터리

SM-M336K
크기 / 무게 76.9 × 165.4 × 8.4 mm / 198 g

디스플레이 167.2 mm FHD+ TFT LC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 8 MP(F2.2)
후면 : 50 MP(F1.8) + 5 MP(F2.2) +  
           2 MP(F2.4) + 2 MP(F2.4)  

메모리 6 GB RAM + 128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5,000 mAh
색상 블랙, 화이트, 그린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는 별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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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전면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적습니다.
* 표시된 배터리 용량은 외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 초고속 5G - 최적의 5G 연결이 필요합니다. 실제 속도와 연결성은 국가나 통신사,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명하고 부드러운 167.2 mm 대화면 - 주사율은 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앱에서는 120 Hz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000 mAh 대용량 배터리 - 25 W 고속충전기는 별매입니다.
*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트리플'카메라 - 50MP 메인 카메라, 초광각, 심도, 접사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에 한합니다. - microSD 카드는 별도 판매입니다.

167.2 mm의 시원한 대화면에 꽉 차는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120 Hz 
화면 주사율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는 웹서핑은 
물론 영화감상 할 때도 보다 편안하고 매끄러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1

놀랍도록 부드러운 
'120 Hz' 초고화질 대화면

5,000 mAh의 넉넉한 용량의 배터리는 장시간의 
외부 활동에도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5 W의 초고속 충전도 가능하니까, 중요한 
업무처리 및 끊김없이 봐야하는 영화나 드라마 
감상도 걱정 없죠. 언제 어디서든 여유롭게 
사용하세요. 

2

'25 W'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

120 Hz 고화질의 5,000만 화소의 메인카메라와 
다양한 렌즈로 일상을 작품처럼 남겨보세요. 
필요에 따라 줌 & 크롭을 해도 화질 저하 걱정없이 
선명함이 또렷하게 살아있습니다. 

3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트리플' 카메라

SM-M236L
크기 / 무게 165.5 × 77.0 × 8.4 mm / 198 g

디스플레이 167.2 mm FHD+ TFT LC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 8 MP(F2.2)
후면 :  50 MP(F1.8) + 8 MP(F2.2) + 2 MP(F2.4)

메모리 4 GB RAM + 128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5,000 mAh
색상 딥그린, 라이트 블루, 오렌지 코퍼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icro SD 카드는 별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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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적습니다.  * 표시된 배터리 용량은 외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
(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 이 제품은 방수, 방진 기능을 지원합니다. - IP67 방수 등급은 IEC 표준 60529 요구사항에 따라 수심 1 m 담수에서 30분 동안 실험한 결과입니다. 
- 정상적인 방수 기능 동작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주의하여 사용하세요. - 수영장물 / 바닷물에 제품을 노출하지 마세요. - 수압이 센 물에 제품을 노출하지 마세요. 급격한 수압 상승으로 당사가 보증하는 방수 성능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물에 노출되었을 경우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 완전히 말리세요. - 제품이 깨끗한 물이 아닌 액체 (비눗물, 오일, 향수, 자외선 차단제, 손세정제, 화장품과 같은 화학제품 등)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셔야 방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물에 잠겨 
있거나 마이크, 스피커 또는 수화부가 젖어 있으면 원활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OIS 지원 메인 카메라 / 초광각, 심도, 접사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에 한합니다.  * 주사율은 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앱에서는 90 Hz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과 먼지에 강한 IP67등급으로 최대 30분 동안 
1 m 깊이의 물 속에서도 견딜 수 있죠. Gorilla 
Glass5를 전면 글라스에 적용해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1

IP67 등급의 
방수방진 

120 Hz 48 MP OIS (광학식 손떨림 보정) 카메라 
탑재로 보다 선명하고 흔들림은 최소화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양한 렌즈로 
일상을 작품처럼 남겨보세요.

2  
고화소 
쿼드카메라 (OIS)

Super AMOLED 디스플레이의 생생하고 선명한 
화질과 U-Cut 디스플레이로 더욱 몰입감 있는 
영상을 즐기실 수 있어요. 90 Hz 화면 주사율로 
게임, 영상 시청 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합니다.

3

FHD+ 슈퍼아몰레드 
대화면 (90 Hz)

SM-A336N
크기 / 무게 159.7 × 74.0 × 8.1 mm / 186 g

디스플레이 164.0 mm FHD+ Super AMOLED, U-Cut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 13 MP(F2.2)
후면 :  48 MP(F1.8) + 8 MP(F2.2) +  

2 MP(F2.4) + 5 MP(F2.4)

메모리 6 GB + 128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5,000 mAh
색상 블루, 블랙, 화이트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는 별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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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는 167.2 mm 대화면 디스플레이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전면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적습니다. 주사율은 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앱에서는 90 Hz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OIS가 적용된 50 MP 고화소 카메라 - OIS 지원 메인카메라와 초광각, 심도, 접사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에 한합니다.
* 넉넉한 128 GB 내장메모리와 5,000 mAh 대용량 배터리 - 표시된 배터리 용량은 외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167.2 mm FHD+ 디스플레이는 생생하고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며, V-cut 디스플레이로 몰입감 있게 
영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90 Hz 디스플레이는 장면에서 장면으로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보여주죠.

1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는
167.2 mm 대화면 디스플레이

OIS를 탑재한 50 MP 고해상도 카메라로 어두운 곳에서도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밝고 선명한 사진을 남길 수 있으며, 
8MP의 전면 카메라로 셀피 촬영도 문제없죠. 피사체를 
디테일하게 찍을 수 있는 접사 카메라와 아웃포커싱으로 
인물 중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심도 카메라까지 적용되어 
보다 감각적인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2  
OIS가 적용된
50 MP 고화소 카메라

128 GB의 대용량 내장 메모리는 충분한 저장공간을 
제공하며, 최대 1 TB 외장 메모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00 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영상, 게임을 더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25 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 배터리가 방전돼도 다시 
빠르게 채울 수 있어 배터리 걱정을 덜어 드립니다.

3

넉넉한 128 GB 내장메모리와 
5,000 mAh 대용량 배터리

SM-A235N
크기 / 무게 76.9 × 165.4 × 8.4 mm / 195 g

디스플레이 167.2 mm FHD+ TFT LC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 8 MP(F2.2)
후면 :  50 MP(F1.8) + 5 MP(F2.2) +
           2 MP(F2.4) + 2 MP(F2.4)

메모리 4 GB RAM + 128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5,000 mAh
색상 블랙, 화이트, 블루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는 별매입니다.



SM
A

RT PH
O

N
E

25

24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엑스커버 5를 추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을 느껴보세요. 

1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편안한 그립감

IP68의 방수방진을 지원하여 비 오는 날이나 
등산, 하이킹 등 야외활동을 즐길 때  
물과 먼지 걱정을 확 줄여줍니다.

2

물과 먼지에 강한
IP68 방수방진

3,000 mAh의 넉넉한 배터리로 모바일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배터리가 부족할 때는 15 W 고속 충전으로 
빠르게 충전하거나, 여분의 배터리로
교체할 수도 있죠.

3

탈착식
3,000  mAh 배터리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 둥근 모서리와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적습니다.
* 물과 먼지에 강한 IP68 방수방진 - 이 제품은 방수, 방진 기능을 지원합니다. - IP68 방수 등급은 IEC 표준 60529 요구사항에 따라 수심 1.5 m 담수에서 30분 동안 실험한 결과입니다. - 정상적인 방수 기능 동작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주의하여 사용하세요. - 수영장물 / 바닷물에
   제품을 노출하지 마세요. - 수압이 센 물에 제품을 노출하지 마세요. 급격한 수압 상승으로 당사가 보증하는 방수 성능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물에 노출되었을 경우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 완전히 말리세요. - 제품이 깨끗한 물이 아닌 액체 (비눗물, 오일, 향수, 자외선 
   차단제, 손세정제, 화장품과 같은 화학제품 등)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셔야 방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물에 잠겨 있거나 마이크, 스피커 또는 수화부가 젖어 있으면 원활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탈착식 3,000 mAh 배터리 - 표시된 배터리 용량은 외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SM-G525N
크기 / 무게 147.1 × 71.6 × 9.2 mm / 172 g

디스플레이 134.8 mm HD+ TFT LC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 5 MP(F2.2)
후면 :  16 MP(F1.8)

메모리 4 GB RAM + 64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3,000 mAh
색상 블랙, 화이트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는 별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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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135N
크기 / 무게 165.1 × 76.4 × 8.8 mm / 195 g

디스플레이 167.2 mm FHD+ TFT V-Cut 디스플레이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 8 MP(F2.2)
후면 :  50 MP(F1.8) + 5 MP(F2.2) +  

2 MP(F2.4) + 2 MP(F2.4)  

메모리 4 GB + 64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5,000 mAh
색상 블랙, 화이트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icro SD 카드는 별매입니다.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카메라 홀로 인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적습니다.
* 표시된 배터리 용량은 외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 50 MP 메인 카메라, 초광각, 심도, 접사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에 한합니다. 
* 실제 사용 가능한 저장 공간은 사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icro SD 카드는 별도 판매입니다.

167.2 mm의 FHD+ 디스플레이는 생생하고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며, V-Cut 디스플레이로 몰입감 있게 
영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고해상도 FHD+ 
대화면 디스플레이

고화질의 5,000만 화소의 메인카메라와 
다양한 렌즈로 일상을 작품처럼 남겨보세요. 
아웃포커싱으로 인물 중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심도 카메라까지 적용돼 보다 감각적인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2  
고화질 50 MP의 
쿼드카메라

4 GB RAM의 빠른 처리 성능과 64 GB의 대용량 
내장 메모리는 충분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최대 
1 TB 외장 메모리 추가까지 가능합니다. 

3

넉넉한 64 GB 
내장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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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소셜앱키

카메라

문자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표시된 배터리 용량은 외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96.6 mm WVGA의 시원한 대화면으로
문자나 사진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쉬운 사용 모드도 지원하여 아이콘과 글자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

넉넉한 96.6 mm 화면

넓고 큰 키패드 덕분에 문자를 보내거나
정확한 메뉴를 선택하여 작업하기에
편리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은 소셜앱 키로 
설정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시인성 좋은 키패드

전면 500만, 후면 800만 화소의 카메라로
간직하고 싶은 순간과 셀피까지 선명하게 
촬영하세요.

3

선명한 카메라

SM-G160N
크기 / 무게 122.0 × 60.2 × 16.1 mm / 164 g

디스플레이 96.6 mm WVGA TFT
* 화면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카메라 전면 : 5 MP(F1.9)
후면 : 8 MP(F2.2)

메모리 2 GB RAM + 32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1,950 mAh 
색상 그레이, 앱솔루트 화이트, 레드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는 별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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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185.0 × 285.0 × 5.7 mm
무게 572 g(5G), 567 g(WiFi)

CPU Qualcomm Snapdragon 8 Gen 1(SM8450)
(1×2.99 GHz, 3×2.4 GHz, 4×1.7 GHz)

디스플레이 315.0mm sAMOLED
WQXGA+ (2,800 × 1,752)

카메라 후면 : 13 MP (F2.0) + 6 MP (F2.2)
전면 : 12 MP (F2.4)

배터리 10,090 mAh

메모리 내장 : 8 GB + 128 GB / 12 GB + 256 GB / 16 GB + 512 GB
외장 : MicroSD 슬롯지원(최대 1 TB)

색상 그라파이트, 실버, 핑크 골드

기타 화면주사율 120 Hz, 온스크린 지문/얼굴 인식,
최대 45W 충전 지원, DeX, 세컨드 스크린

SM-X806/X800

크기 208.6 × 326.4 × 5.5 mm
무게 728 g(5G), 726 g(WiFi)

CPU Qualcomm Snapdragon 8 Gen 1(SM8450)
(1×2.99 GHz, 3×2.4 GHz, 4×1.7 GHz)

디스플레이 369.9mm sAMOLED
WQXGA+ (2,960 × 1,848)

카메라 후면 : 13 MP (F2.0) + 6 MP (F2.2), 
전면 : 12 MP (F2.2) + 12 MP (F2.4)

배터리 11,200mAh

메모리 내장 : 8 GB + 128 GB / 12 GB + 256 GB / 16 GB + 512 GB
외장 : MicroSD 슬롯지원(최대 1 TB)

색상 그라파이트

기타 화면주사율 120 Hz, 온스크린 지문/얼굴 인식,
최대 45W 충전 지원, DeX, 세컨드 스크린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 및 45W 고속충전기는 별매입니다.

SM-X906/X900

SM-X706/X700
크기 165.3 × 253.8 × 6.3 mm
무게 507 g(5G), 503 g(WiFi)

CPU Qualcomm Snapdragon 8 Gen 1(SM8450)
(1×2.99 GHz, 3×2.4 GHz, 4×1.7 GHz)

디스플레이 278.1 mm TFT
WQXGA (2,560 × 1,600)

카메라 후면 : 13 MP (F2.0) + 6 MP (F2.2) 
전면 : 12 MP (F2.4)

배터리 8,000 mAh

메모리 내장 : 8 GB + 128 GB / 12 GB + 256 GB
외장 : MicroSD 슬롯지원(최대 1 TB)

색상 그라파이트, 실버, 핑크 골드

기타 화면주사율 120 Hz, 측면 지문/얼굴 인식,
최대 45W 충전 지원, DeX, 세컨드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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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갤럭시 탭 역대급 369.9 mm 울트라 대화면

스케일이 다른 몰입감, 울트라 대화면
갤럭시 탭 최초로 369.9 mm 울트라 대화면 태블릿이 출시되었습니다.
베젤은 6.3 mm로 줄여 더욱 몰입감 있게, 화면 비율은 16:10으로 꽉 찬 영상을 즐기실 수 있어요. 화면이 커서 홈트나 랜선미팅 등 멀리 두고 사용해도 잘 보이죠.

부드럽고 매끄러운 120 Hz 주사율
120 Hz 주사율이 적용되어 스크롤을 넘기거나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게임 같은 콘텐츠를 즐길 때도 잔상 없이 부드러운 화면 보기가 가능하죠. 120 Hz가 기본 적용되어 
있고,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 60 Hz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소리의 움직임, AKG 쿼드 스피커 & Dolby Atmos
세계적인 오디오 전문 브랜드 AKG의 음향 기술과 Dolby Atmos의 3D 사운드 기술이 적용된 4개의 스피커는
블루투스 스피커 없이도 영상과 음악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   스케일이 다른 몰입감, 울트라 대화면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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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세상을 더 넓게 공유하는 
120도 전면 와이드 카메라
나의 얼굴은 물론 내가 있는 공간까지 모두 담아주는 
120도 전면 와이드 카메라로 공부나 요리에 매진하는 
나의 모습, 함께 웃고 떠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죠.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고 내 목소리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해주는 3 Mic
측면과 후면에 3개의 마이크가 탑재되어 주위의 
소음은 줄이고 나의 목소리는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주변 소음이 높은 카페나 버스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죠. 

자동으로 구도를 맞춰주는
자동 프레이밍
화상 통화 중 새로운 인물들이 화면 안으로 들어오면, 
줌 아웃하거나 각도를 별도로 조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프레임을 맞춰줍니다. 움직임이 많은 댄스 
영상이나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도 
알아서 앵글을 잡아주니까 편리하죠. 

2  나의 모습은 더 넓게, 주변 소음은 더 작게 120도 전면 와이드 카메라 & 3 Mic 

뛰어난 반응 속도로 실제 펜과 
한 단계 더 가까워진 S펜
미끄러지지 않고 착 붙는 고무 재질 펜촉과 0.7 mm 펜촉 
두께, 4,096 단계 필압으로 무장한 S펜이 더욱 빨라진 
반응 속도로 실제 펜에 한 단계 더 가까워졌습니다. 
필기부터 드로잉, 영상편집까지 S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문서 작업이 더욱 편리해진
삼성 노트
삼성 노트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2페이지 뷰와 가로 스크롤이 가능해 태블릿을 가로로 
놓으면 실제 책을 펼쳐놓은 듯하죠. 2페이지가 한눈에 
들어오니 문서 작업도 훨씬 수월해요.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Creation Apps
일러스트도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Clip Studio Paint, 
나만의 멋진 캘리그래피를 그릴 수 있는 PENUP, 
깔끔한 노트 필기의 비결 Noteshelf 등 다양한 
Creation App으로 일러스트는 물론 캘리그래피까지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3  필기부터 드로잉, 그래픽 디자인, 영상 편집까지 다재다능 S펜 & 다양한 Creation Apps

* 자동으로 구도를 맞춰주는 자동 프레이밍 - 특정 해상도 및 비율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 프레이밍이 켜져 있을 때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람만 인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자동 프레이밍은 초광각 전면 카메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뛰어난 반응 속도로 실제 펜과 한 단계 더 가까워진 S펜 - S펜은 기기에 연결하면 블루투스를 통해 자동으로 갤럭시 탭 S8 시리즈와 페어링됩니다. - 갤럭시 탭 S8 시리즈와 S펜은 최대 10 m 거리에서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S펜 펜촉의 마모 혹은 파손 시 별도 구매 가능합니다.
*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Creation Apps - 앱 사용 가능 여부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Clip Studio Paint 멤버십 가입이 필요하며 유료 서비스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최초 사용자에게는 EX버전 6개월 무료 체험이 제공됩니다.
   서비스 약관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Noteshelf 기능은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 및 중국어 간체의 5개 언어를 지원하며 위에 나열된 언어 이외의 언어 설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어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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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웹서핑, 카카오톡 등 
3가지 작업을 동시에, 화면 3분할
이제 태블릿 대화면에서 3가지 일을 동시에 해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필기를 하고 인터넷 검색까지,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창의 크기나 
레이아웃, 분할 화면 순서까지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요.

PC급 환경을 제공하는 DeX
PC와 같은 작업 환경이 필요할 땐 DeX를 사용해 
보세요. PC처럼 창을 여러 개 띄울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앱은 단축키로 바로 실행할 수도 있죠. 
DeX 미러링을 사용하면 TV나 모니터 화면에 나의 
DeX 화면을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PC야? 태블릿이야?
키보드 북커버 & 마우스
키보드 북커버를 함께 이용하면 노트북 부럽지 
않습니다. 작업할 땐 PC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죠. 또 키보드를 뗄 수 있어 휴대하기도 
편합니다. 마우스까지 있다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

4  영상 시청과 필기, 검색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화면 3분할 & DeX

스마트폰은 팔레트로, 태블릿은 캔버스로, 
클립 스튜디오 컴패니언 모드
팔레트 공간 때문에 그림 그릴 공간이 부족하시죠? 
이럴 땐 클립 스튜디오 컴패니언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실제 팔레트처럼 사용할 수 있어 태블릿 
화면을 온전히 캔버스로 활용할 수 있고, 펜 스타일과 
컬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해 그릴 수 있어요. 

한 번의 터치로 여러 기기에
동시에 공유, 퀵 쉐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파일 공유하는 시대는 끝!
퀵 쉐어를 사용하면 연결된 여러 기기에 한 번의 터치로
용량 제한 없이 동시에!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고용량의 사진과 영상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어요.

노트북의 또 하나의 모니터로
보다 넓고 편리하게, 세컨드 스크린
PC 작업을 하다 보면 듀얼 모니터의 필요성과 
편리함을 많이 느끼시죠?
태블릿을 세컨드 모니터처럼 사용해보세요.
별도 연결선 없이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고
S펜을 통해 섬세한 스케치나 필기까지 가능하죠.

5  갤럭시 탭, 스마트폰, PC, 웨어러블과 하나로 연결되는 Galaxy Ecosystem

* 유튜브, 웹서핑, 카카오톡 등 3가지 작업을 동시에, 화면 3분할 -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화면 분할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PC급 환경을 제공하는 DeX - SAMSUNG DeX 사용 환경에 따라 최대 표시 가능한 앱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AMSUNG DeX 사용 시 지원되지 않는 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키보드 북커버, 마우스는 별매입니다.
*  PC야? 태블릿이야? 키보드 북커버 & 마우스  - 키보드 북커버, 마우스는 별매입니다. - 갤럭시 탭 S8 Ultra, 탭 S8+, 탭 S8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2-in-1 키보드 북커버입니다. 슬림 키보드 북커버는 갤럭시 탭 S8+, 탭 S8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키보드 북커버의 제품 디자인은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은 팔레트로, 태블릿은 캔버스로 클립 스튜디오 컴패니언 모드  - Clip Studio Paint는 안드로이드 9 이상 갤럭시 탭,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갤럭시 탭 S8, 탭 S8+, 탭 S8 Ultra에 선 탑재되어 있는 Clip Studio Paint 앱을 실행한 후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해야 합니다. 갤럭시 탭에 탑재된 

Clip Studio Paint 앱의 QR 코드 인식을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갤럭시 탭 S8, 탭 S8+, 탭 S8 Ultra와 갤럭시 S22 Ultra의 S펜은 쓰기 기능에 한하여 호환됩니다. - 갤럭시 탭과 갤럭시 스마트폰은 동일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Clip Studio Paint 멤버십 가입이 필요하며 유료 
서비스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최초 사용자에게는 EX버전 6개월 무료 체험이 제공됩니다. 서비스 약관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터치로 여러 기기에 동시에 공유, 퀵 쉐어 - One UI 2.1 이상 버전이 설치된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MDE 서비스 프레임워크 및 퀵 쉐어 앱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퀵 쉐어를 사용하려면 블루투스 및 Wi-Fi 연결이 필요합니다. - 특정 응용 프로그램은 퀵 쉐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노트북의 또 하나의 모니터로 보다 넓고 편리하게, 세컨드 스크린 - 세컨드 스크린 기능을 사용하려면 WiDi(무선 디스플레이) 지원 Windows 10 PC 모델 및 Windows 10 v.2004이상이 필요합니다. - 태블릿은 갤럭시 탭 S7, S7+, S7 FE, S8, S8+, S8 Ultra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원 모델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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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285.0 × 185.0 × 5.7 mm
무게 575 g

CPU Qualcomm SD 865+(SM8250)
(1×3.09 GHz, 3×2.4 GHz, 4×1.8 GHz)

디스플레이 315.0 mm sAMOLED
WQXGA+ (2,800 × 1,752)

카메라 후면 : 13 MP(F2.0) / 5 MP(F2.2)
전면 : 8 MP(F2.0)

배터리 10,090 mAh

메모리 내장 : 8 GB + 256 GB / 12 GB + 512 GB
외장 : Micro SD 슬롯 지원(최대 1 TB)

색상 미스틱 네이비, 미스틱 블랙,  
미스틱 실버, 미스틱 브론즈

기타 화면 주사율 120 Hz, 온스크린 지문/얼굴 인식, 
최대 45 W 충전 지원, DeX, 핫스팟 자동 연결

* SM-T976은 미스틱 네이비, 미스틱 브론즈만 출시합니다.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 및 45W 고속충전기는 별매입니다.

SM-T976/T975/T970

SM-T875/T870
크기 253.8 × 165.3 × 6.3 mm
무게 500 g(LTE), 498 g(WiFi)

CPU Qualcomm SD 865+(SM8250)
(1×3.09 GHz, 3×2.4 GHz, 4×1.8 GHz)

디스플레이 278.1 mm LTPS LCD
WQXGA (2,560×1,600)

카메라 후면 : 13 MP (F2.0) / 5 MP (F2.2) 
전면 : 8 MP (F2.0)

배터리 8,000 mAh

메모리 내장 : 6 GB + 128 GB / 8 GB + 256 GB / 12 GB + 512 GB
외장 : MicroSD 슬롯 지원(최대 1 TB)

색상 미스틱 네이비, 미스틱 블랙, 미스틱 실버

기타 화면 주사율 120 Hz, 측면 지문/얼굴 인식, 
최대 45 W 충전 지원, DeX, 핫스팟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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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폰, PC 간 더욱 강력해진 기기 간 연결성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구나 사진을 태블릿에 자유롭게
더욱 강력해진 기기 간 연결성으로 클립보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복사하기만 하면 태블릿에 바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과 손쉽게 연결되는 키보드 무선 공유
단축키 한번으로 태블릿에서 사용하는 키보드 북커버가 스마트폰과 바로 연결됩니다. 긴 내용의 답장이 필요할 때 빠르고 손쉽게 보낼 수 있어요.

노트북의 또 하나의 모니터, 세컨드 스크린
갤럭시 탭 S7/S7+는 별도 연결선 필요 없이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동도 간편해 휴대용 모니터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문구나 사진을 태블릿에 자유롭게  - Samsung One UI 3.1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One UI 3.1 사용 가능한 태블릿 및 스마트폰은 '19년부터 출시한 모델이며 구체적인 적용 일정은 기기, 국가, 지역 및 통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두 기기 모두 One UI 3.1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Bluetooth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Samsung 계정에 로그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 Samsung Notes는 버전 4.2 이상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키보드 무선 공유  - 키보드 북커버는 별도 판매 제품입니다.  - Samsung One UI 3.1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One UI 3.1 사용 가능한 태블릿 및 스마트폰은 '19년부터 출시한 모델이며 구체적인 적용 일정은 기기, 국가, 지역 및 통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두 기기 모두  
One UI 3.1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Samsung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트북의 또 하나의 모니터, 세컨드 스크린  - 태블릿은 갤럭시 탭 S7/S7+, PC는 플렉스2 5G, 플렉스2, 이온2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원 모델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4/8일 론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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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펜, 그 이상의 S펜
대폭 개선된 반응 속도, 내 글씨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부드러운 펜촉, 오래 쥐어도 편안한 그립감으로 
펜처럼 필기하고 그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력으로 
태블릿 측면과 후면에 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에어 제스처 기능까지 있어 실제 펜 그 이상입니다.

All New 삼성노트
여러 PDF 파일을 하나의 노트에 손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위에 바로 메모나 하이라이트도 
가능합니다.  또한 메모와 동시에 음성녹음을 할 수도 
있고, 폴더 안에 저장도 가능해 체계적으로 노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Creation App
일러스트도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Clip Studio Paint, 
수준 높은 그래픽 디자인이 가능한 Canva, 
깔끔한 노트 필기의 비결 Noteshelf 등 
다양한 Creation App으로 일러스트는 물론 
그래픽 디자인까지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2  새로워진 S펜과 삼성노트 그리고 다양한 Creation App 

궁극의 멀티태스킹
엣지 패널에서 원하는 앱을 끌어다 놓으면 자동으로
화면이 분할됩니다. 특히 최대 3개까지 자주 쓰는 앱 
구성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클릭 한 번으로 3개의 앱을 
한 화면에 동시에 분할해서 띄울 수 있어 편리합니다. 

Another PC, Samsung DeX
PC처럼 최대 20개의 앱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고, 
키보드와 마우스가 더해지면 PC급 성능을 발휘합니다.

PC처럼 붙였다 뗐다 키보드 북커버
키보드 북커버가 다양한 function키와 더 커진 
터치패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키보드 북커버를 이용하면 작업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바로가는 DeX 전용키도 추가되었습니다. 

3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PC급 사용성

* 실제 펜, 그 이상의 S 펜 - 조정 범위는 환경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양한 Creation App - 앱 사용 가능 여부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기기는 동일한 삼성 계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Clip Studio Paint와 Canva를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Clip Studio Paint Ex는 6개월, Canva Pro는 30일 무료 입니다. - Canva Pro의 무료 평가판 기간 

후에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 Noteshelf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 및 중국어 간체의 5개 언어를 지원하며, 위에 나열된 언어 이외의 언어 설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어로 제공됩니다.
* 궁극의 멀티태스킹 - 일부 앱의 경우 화면 분할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nother PC, Samsung DeX - Samsung DeX 사용 환경에 따라 최대 표시 가능한 앱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C처럼 붙였다 뗐다 키보드 북커버 - 키보드 북커버는 별도 판매 제품입니다. - Function Keys는 갤럭시탭 S7+ 키보드 북커버에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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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끄러운 120 Hz 대화면
120 Hz 주사율이 적용되어 스크롤을 넘기거나 빠른 
화면전환이 필요한 게임과 같은 콘텐츠를 즐길 때도
매끄러운 화면 보기가 가능해요. 또 16:10 화면 비율로 
블랙바의 화면 간섭을 최소화하여 영상 콘텐츠를 넓고 
크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4개의 AKG 스피커
세계적인 오디오 전문 브랜드 AKG의 음향 기술과
Dolby Atmos®의 3D 사운드 기술이 적용된 4개의 
스피커는 블루투스 스피커 없이도 영상과 음악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다운로드 없이 바로 즐기는 Xbox 게임
이제는 Xbox 게임을 집 밖에서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Minecraft 
Dungeons, Gears 5, Halo처럼 100개 이상의 게임을 
언제 어디서든 바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4  나만의 콘텐츠를 실감나게 120 Hz 대화면 & 스피커

빠르면서 파워풀한 최신 AP 초고속 프로세서
퀄컴 스냅드래곤 865+ 모바일 플랫폼은 혁신적인 처리 능력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이고 지능적인 칩셋은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며 빠르고 강력해
멀티태스킹 업무는 물론 고사양 게임까지 손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배터리
배터리 걱정 없이 일상에 집중하세요.
한 단계 늘어난 대용량 배터리에 최대 45W 고속충전까지 지원되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줍니다.

* 매끄러운 120 Hz 대화면 - SGS 인증 기관으로부터 Galaxy Tab S7+ 디스플레이는 “Eye Care”, Galaxy Tab S7 디스플레이는 “Low Blue Light”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www.sgs.com/performance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없이 바로 즐기는 Xbox 게임 - Xbox Game Pass Ultimate는 2020년 9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 Master Chief Collection을 포함한 Xbox Game Pass Ultimate의 일부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컨트롤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마켓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여부와 세부 사항은 이동 통신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스트리밍 속도는 서비스 제공 업체, 서버 연결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Xbox Game Pass 멤버십이 필요합니다.
*  빠르면서 파워풀한 최신 AP 초고속 프로세서  - Qualcomm Snapdragon은 Qualcomm Technologies, Inc. 및 / 또는 그 자회사의 제품입니다. - Qualcomm 및 Snapdragon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Qualcomm Incorporated의 상표입니다. - 자사 실험치 기준으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하루 종일 지속되는 배터리  - 타사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이며, 정격(최소) 용량은 더 적습니다. 표준 용량값은 IEC 61960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된 배터리 샘플 간의 배터리 용량 편차를 고려한 측정값입니다. 갤럭시 탭 S7의 정격(최소) 용량은 

 7,760 mAh / 탭 S7+의 정격(최소) 용량은 9,800 mAh 입니다. - 실제 배터리 수명은 네트워크 환경, 사용 패턴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5 W 및 45 W 고속 충전기는 별도로 판매 됩니다.

5    Work와 Play를 완전하게 최강 퍼포먼스

최대 45W
고속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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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일체형 메탈 디자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일체형 메탈 디자인과 미니멀한 카메라 하우징은 세련됨을 
더하고, 슬림한 외형은 손안에 착 감기는 편안한 그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니크함을 채워주는 감각적인 4가지 색상
미스틱 그린, 핑크, 실버, 블랙 4가지의 감각적인 무광의 파스텔톤 컬러로
선택의 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갤럭시 탭 최초로 적용된 상큼한 그린 컬러는
Gen-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1  남들과 다른 나를 완성하는 심플하면서도 매력적인 디자인

크기 284.8 × 185.0 × 6.3 mm
무게 608 g

CPU Qualcomm SDM 750G(SM7225)
(2×2.2GHz, 6×1.8GHz)

디스플레이 315.0 mm TFT
WQXGA (2,560 × 1,600)

카메라 후면 : 8MP (F1.9)
전면 : 5MP (F2.2)

배터리 10,090mAh

메모리 내장 : 4 GB + 64 GB / 6 GB + 128 GB
외장 : MicroSD 슬롯지원(최대 1 TB)

색상 미스틱 그린, 미스틱 핑크, 미스틱 블랙, 미스틱 실버
기타 최대 45W 충전 지원, DeX, 세컨드 스크린

SM-T736/T735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 및 45W 고속충전기는 별매입니다.

크기 284.8 × 185.0 × 6.3 mm
무게 610 g

CPU Qualcomm SDM 778G(SM7325)
(4×2.4GHz, 4×1.8GHz)

디스플레이 315.0 mm TFT
WQXGA (2,560 × 1,600)

카메라 후면 : 8MP (F1.9)
전면 : 5MP (F2.2)

배터리 10,090 mAh

메모리 내장 : 4 GB + 64 GB / 6 GB + 128 GB
외장 : MicroSD 슬롯지원(최대 1 TB)

색상 미스틱 그린, 미스틱 핑크, 미스틱 블랙, 미스틱 실버
기타 최대 45W 충전 지원, DeX, 세컨드 스크린

SM-T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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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대화면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멀티태스킹 - 일부 앱의 경우 화면 분할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태블릿을 PC처럼, Samsung DeX - 슬림 키보드 북커버는 별도 판매 제품입니다.  - 일부 앱의 경우 DeX에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 환경에 따라 최대 표시 가능한 앱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갤럭시 기기들 간 자유로운 연결성 - Samsung One UI 3.1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One UI 3.1 사용 가능한 태블릿 및 스마트폰은 '19년부터 출시한 모델이며 구체적인 적용 일정은 기기, 국가, 지역 및 통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두 기기 모두 One UI 3.1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Bluetooth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Samsung 계정에 로그인 및 동일한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Samsung Notes는 버전 4.2 이상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실제 펜, 그 이상의 S펜 - 조정 범위는 환경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펜 펜촉 마모 혹은 파손 시 삼성전자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Clip Studio Paint - 일부 국가에서는 사전에 설치되어 제공됩니다. Clip Studio Paint는 Galax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설정에 지원되는 언어 :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및 중국어 번체. 텍스트 입력의 경우 아랍어, 히브리어, 우르두어는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 6개월 무료 서비스 이후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기능은 유료 구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Canva Pro  - 앱 사용 가능 여부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Canva Pro의 무료 평가판 기간 후에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각 기기는 동일한 삼성 계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100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 Noteshelf  - 앱 사용 가능여부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Noteshelf 기능은 영어, 한국어, 독일어, 이탈리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 중국어 간체 및 스페인어의 9 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9 개 언어 외의 경우, 영어로 제공됩니다.

하나의 대화면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멀티태스킹
태블릿 대화면을 나만의 멀티태스킹 공간으로 
활용해보세요. 분할된 3개의 공간에서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앱들을 
최대 3개까지 묶어 놓으면 터치 한 번으로 동시에 
펼칠 수도 있죠.

태블릿을 PC처럼, Samsung DeX
PC와 같은 작업 환경이 필요할 땐 Samsung DeX를 
사용해 보세요. PC처럼 창을 여러 개 띄울 수 있고 
자주 쓰는 앱은 단축키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북커버까지 있다면 더욱 효율적이겠죠?

갤럭시 기기들 간 자유로운 연결성
스마트폰, 웨어러블 등 다양한 갤럭시 기기들과 
쉽고 빠르게 연동되어 일상을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315 mm 대화면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학습 & 업무 효율성

실제 펜, 그 이상의 S펜
화면에 착 달라붙는 고무 재질 펜촉과 실제 펜과 
비슷한 반응 속도로 내 글씨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래 쥐어도 편안한 그립감까지 실제 펜처럼 
필기하고 그려보세요.

더 쉽고 편리하게 정리하는 삼성 노트
손으로 적은 글씨를 텍스트로 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글씨를 쓰면서 바로 텍스트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정리한 필기도 한 번에 텍스트 변환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Creation App
일러스트도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Clip Studio Paint,
깔끔한 노트 필기의 비결 Noteshelf, 수준 높은 
그래픽 디자인이 가능한 Canva, 나의 그림을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과 공유하는 PENUP까지 다양한 
Creation App을 체험해 보세요.

3  나만의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다재다능 S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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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기능으로 필기를 쉽고 빠르게  - 텍스트 강조 및 해시태그 검색은 Samsung Note의 기능입니다. PDF 파일을 PDF에 쓰기로 열면 PDF 파일에 직접 필기가 가능합니다. - S 펜 기능 지원여부는 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기 244.5 × 154.3 × 7.0 mm

무게 467 g(LTE), 465 g(WiFi)

CPU Exynos9611(2.3 GHz, 1.7 GHz Octa)

디스플레이 263.1 mm TFT WUXGA+ 
(2,000 ×  1,200)

카메라 후면 8 MP (F1.9), 전면 5 MP (F2.0)

배터리 7,040 mAh

메모리 내장 : 4 GB + 64 GB/128 GB
외장 : MicroSD 슬롯지원(최대 1 TB)

색상 옥스포드 그레이, 앙고라 블루, 쉬폰 핑크

기타 얼굴 인식, 핫스팟 자동연결, CMC, 키즈홈

SM-P615/P610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는 별매입니다. 

나만의 일상을 S펜으로 표현하세요
무거운 필통 대신 S 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연필을 잡는 듯한 편안한 그립감과 빨라진 반응 속도, 4,096 단계 필압으로 
세밀한 필기부터 멋진 그림까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S 펜은 태블릿 옆면에 자석으로 부착할 수 있어 
잃어버릴 걱정을 덜었습니다.

다양한 기능으로 필기를 쉽고 빠르게 
필기를 필기답게 할 수 있습니다. 필기한 내용을 300%까지 확대할 수 있어 
작은 글씨도 손쉽게 수정할 수 있어요. 
강조할 부분은 터치해 원하는 색상을 입힐 수 있으며 
해시태그를 지정하면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해시태그까지
묶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PDF에 직접 메모도 가능합니다.

1  창의적인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세밀한 필기를 할 수 있는 S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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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펜을 북커버에 착! 잃어버릴 걱정 없이 간편하게 - 갤럭시 탭 S6 Lite 북커버는 별도 판매입니다.    
* 가볍고 슬림한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어디든 함께 - 제품 컬러는 국가, 지역, 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터치로 핫스팟 자동 연결 - 자동 핫스팟 기능은 삼성 스마트폰과 삼성 태블릿 사이에서만 지원됩니다. - 자동 핫스팟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기 모두 동일한 삼성 계정 연결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 핫스팟 기능은 이동 통신사 정책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동 핫스팟 기능은 Android 10(Q) 이상의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이 멀리 있을 땐 태블릿으로 연락하세요 - 통화 및 메시지 기능은 Android 9(P) 및 RAM 3 GB 이상의 삼성 기기 간에 지원됩니다. - 서비스 출시 날짜는 지역, 통신사 및 기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통화 및 메시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기기가 동일한 삼성 계정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정에서 두 기기를 페어링 해야합니다.

3  스마트폰과 자유롭게 연결되는 편리한 기기간 연결성

S 펜을 북커버에 착! 잃어버릴 걱정 없이 간편하게
수첩이나 다이어리처럼 S 펜을 북커버 안에 보관하세요. 
갤럭시 탭 S6 Lite 북커버 안에 자석으로 착! 달라붙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방 속에서 S 펜을 찾지 마세요.

한 번의 터치로 핫스팟 자동 연결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자동 핫스팟을 설정해 놓으면 
태블릿에서 한 번의 터치만으로 손쉽게 데이터 연결이 가능합니다.
매번 스마트폰을 꺼내 핫스팟을 켤 필요도, 태블릿으로 핫스팟을 연결하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볍고 슬림한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어디든 함께
매끄러운 메탈 유니바디의 얇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세요.
매력적인 옥스포드 그레이, 앙고라 블루, 쉬폰 핑크의 세 가지 컬러로 만나 보세요.

스마트폰이 멀리 있을 땐 태블릿으로 연락하세요
갤럭시 탭 S6 Lite와 갤럭시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 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태블릿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면 태블릿으로 연락하세요.

2  순간의 아이디어를 언제 어디서나 가볍고 슬림한 미니멀리즘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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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246.8 × 161.9 × 6.9 mm

무게 508 g

CPU UNISOC T618 
(2×2 GHz, 6×2 GHz)

디스플레이 266.9 mm TFT
WUXGA (1,920 × 1,200)

카메라 후면 8MP(F2.0), 전면 5MP(F2.2)

배터리 7,040 mAh

메모리 내장 : 4 GB + 64 GB 
외장 : MicroSD 슬롯지원(최대 1 TB)

색상 그레이, 실버

기타 쿼드 스피커, 화면 녹화, 삼성 키즈

SM-X205/X200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는 별매입니다. 

266.9 mm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10.2 mm 슬림 대칭 
베젤로 화면에 몰입감을 더해주며, 쿼드 스피커와 
Dolby Atmos® 서라운드 사운드가 만나 어디서든 
실감나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Octa-core 프로세서와 4 GB RAM으로 고화질 영화나 
고사양 게임도 끊길 걱정 없이 플레이할 수 있죠.

화면을 반으로 나누어 한 화면에서 두 가지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고, 화면 녹화 기능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그대로 녹화하고 매끄럽게 편집까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문구나 이미지를 복사해 태블릿에 바로 
붙여 넣고, 스마트폰에서 작성 중인 메모나 검색 
중인 인터넷을 태블릿에서 이어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매번 연결 
설정을 하지 않아도 현재 사용하는 갤럭시 기기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1

와이드 대화면과 쿼드 스피커로 
실감나는 콘텐츠 감상

2

멀티 윈도우와 화면 녹화 
기능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

3

갤럭시 폰, 갤럭시 버즈와 
더욱 강력해진 연결성

*  와이드 대화면과 쿼드 스피커로 실감나는 콘텐츠 감상  - 화면 크기는 코너 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 메모리 및 저장 용량의 조합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사용자 메모리의 총량은 장치 기능을 작동하는 데 사용되는 운영 체제 
및 소프트웨어의 저장으로 인해 총 메모리보다 적습니다. 실제 사용자 메모리는 운영자에 따라 다르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수행된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멀티 윈도우와 화면 녹화 기능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  - 일부 앱의 경우 멀티 윈도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갤럭시 폰, 갤럭시 버즈와 더욱 강력해진 연결성  - 모든 기능은 One UI 3.1부터 지원됩니다. One UI 3.1의 지원 여부는 기기, 국가, 지역 및 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기 모두 One UI 3.1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Bluetooth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삼성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Samsung Notes는 버전 4.2 이상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이어하기 기능은 Samsung Internet 및 Samsung Notes와만 호환됩니다. - 갤럭시 버즈 자동 연결 기능은 갤럭시 버즈 프로, 버즈 라이브, 버즈+, 버즈2 에서 지원합니다. 특정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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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247.6 × 157.4 × 7.0 mm

무게 477 g(LTE), 476 g(WiFi)

CPU Qualcomm SD 662(SM6115) 
(2.0 GHz + 1.8 GHz Octa)

디스플레이 263.1 mm TFT WUXGA+
(2,000 × 1,200)

카메라 후면 8 MP (F2.0), 전면 5 MP (F2.4)

배터리 7,040 mAh

메모리 내장 : 3 GB + 64 GB
외장 : micro SD 슬롯 지원(최대 512 GB)

색상 다크 그레이, 실버

기타 얼굴 인식, 핫스팟 자동연결, CMC, 키즈홈

SM-T505/T500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D카드는 별매입니다. 

7 mm의 슬림한 바디와 내구성을 갖춘 메탈 바디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다크 그레이와 실버 컬러로 
세련됨을 더하고 안정적인 대칭형 베젤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넓고 다이내믹한 가로형 디스플레이는 영상 
몰입도를 높이고, Dolby Atmos® 쿼드 스피커는 
입체감 넘치는 풍성한 사운드로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곳을 영화관으로 만들어 줍니다.

핫스팟 자동 실행을 설정하면 스마트폰 핫스팟으로 
태블릿이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를 켜놓으면 스마트폰으로 오는 
전화나 문자를 놓칠 일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1

슬림하고 
세련된 태블릿

2

최상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태블릿

3

즐거운 순간을 
놓치지 않는 태블릿

*  즐거운 순간을 놓치지 않는 태블릿  - 자동 핫스팟 기능은 삼성 스마트폰과 삼성 태블릿 사이에서만 지원됩니다. - 자동 핫스팟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기 모두 동일한 삼성 계정 연결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 핫스팟 기능은 이동 통신사 정책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자동 핫스팟 기능은 Android 10(Q) 이상의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통화 및 메시지 기능은 Android 9(P) 및 RAM 3 GB 이상의 삼성 기기 간에 지원됩니다. - 서비스 출시 날짜는 지역, 통신사 및 기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통화 및 메시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기기가 동일한 삼성 계정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정에서 두 기기를 페어링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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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트림 스포츠도 거뜬한

SM-R920 (45 mm 블루투스) / SM-R925 (45 mm LTE)

* 무게는 제품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 UI는 국가나 통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ATM 방수는 ISO 표준 22810:2010에 따른 50m 방수 등급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작용한 채 다이빙을 하거나 고기압의 수상 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IP68 방수 등급은 IEC 표준 60529 요구 사항에 따라 1.5m에서 30분 동안 담수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먼지가 묻었을 땐 물로 가볍게 씻은 후 사용해도 됩니다.
* 배터리 용량은 자사 실험치이며, 실 사용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디바이스(워치)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 8.0 이상 및 RAM 1.5GB 이상)과 호환되므로,
   사용 중인 스마트폰이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온 센서는 '23년 상반기 중 기능 적용될 예정입니다.

크기 45.4 × 45.4 × 10.5 mm

무게 46.5 g

프로세서 Exynos W920

디스플레이 Super AMOLED, Sapphire Crystal 34.6 mm

OS Wear OS Powered by Samsung

메모리 16 GB 내장 메모리 + 1.5 GB RAM

센서 BIA 센서, ECG, PPG, 심박수 모니터, 나침반, 가속도계, 자이로, 
기압계, 조도센서, 체온센서

배터리 590 mAh (Typical)

방수 5ATM + IP 68 / MIL-STD-8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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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력한 내구성의 티타늄 바디 & 사파이어 크리스탈

- 실제 배터리 충전시간과 사용시간은 충전 상태와 사용 환경, 네트워크 환경, 사용한 앱, 통화 및 메시지 전송량, 충전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사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표준값입니다. - 갤럭시 워치5 프로 배터리 용량(Typical)은 590 mAh입니다. - Typical 용량은 타사 실험 환경에서 측정되었으며, 여러 샘플값에서 편차를 고려하여 계산된 평균값입니다. 이때, 샘플값은 ICE 61960-3 스탠다드 기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 하이킹 및 사이클링을 위해 GPX 포맷의 경로 파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 삼성 헬스 설정에서 목표를 설정한 경우 제공됩니다.
- 하이킹 또는 사이클링 시 삼성 헬스 설정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 삼성 헬스앱 6.21 버전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ndroid 8.0 이상, RAM 1.5GB 이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 폰과 페어링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웰빙 및 피트니스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의학적 상태 또는 질병의 감지, 진단, 치료에 사용하도록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 측정된 값은 개인 참조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임산부는 체성분을 측정하지 마세요.

45 mm (블랙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디버클 스트랩

티타늄 소재의 견고한 바디와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완성된 프리미엄 디자인의 워치5 프로는 강력해진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등산, 
캠핑 등 신체 활동이 많은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스크래치나 찍힘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갤럭시 워치5 프로에만 적용된 디버클 스트랩은 손목을 감싸는 매끄러운 
일체형 스트랩으로 세련된 스타일은 물론, 원터치로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손목 위
건강 파트너

2  
역대 갤럭시 워치 중
가장 큰 배터리 용량

3  
턴바이턴
네비게이션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려면 내구성과 함께 
사용시간도 무척 중요하죠. 갤럭시 워치5 Pro는 
590 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갤럭시 웨어러블 
시리즈 중 가장 큰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안심하고 운동에만 집중하세요.

갤럭시 워치5 프로는 하이킹, 사이클링 시 길 잃을 
걱정없는 경로 안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음성 및 
진동 가이드에 따라 목적지까지 이동해보세요.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는 트랙백(Track Back) 
기능도 제공합니다.

갤럭시 워치5 프로는 워치 후면의 피부 밀착도를 
향상시켜 센서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더 정확해진 센서로 성분 / 수면 / 산소포화도 / 
스트레스 등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이외에도, 90종 이상의 다양한  운동 종목을 지원하여 
소모 칼로리 등을 측정하고 기록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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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은 물론 헬스케어까지 완벽한

SM-R910 (44 mm 블루투스) / SM-R915 (44 mm LTE)
SM-R900 (40 mm 블루투스) / SM-R905 (44 mm LTE)

* 무게는 제품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 UI는 국가나 통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ATM 방수는 ISO 표준 22810:2010에 따른 50m 방수 등급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작용한 채 다이빙을 하거나 고기압의 수상 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IP68 방수 등급은 IEC 표준 60529 요구 사항에 따라 1.5m에서 30분 동안 담수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먼지가 묻었을 땐 물로 가볍게 씻은 후 사용해도 됩니다.
* 배터리 용량은 자사 실험치이며, 실 사용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디바이스(워치)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 8.0 이상 및 RAM 1.5GB 이상)과 호환되므로,
   사용 중인 스마트폰이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온 센서는 '23년 상반기 중 기능 적용될 예정입니다.

크기 44mm : 43.3 × 44.4 × 9.8 mm
40mm : 39.3 × 40.4 × 9.8 mm

무게 44mm : 33.5 g
40mm : 28.7 g

프로세서 Exynos W920

디스플레이 Super AMOLED, Sapphire Crystal 
44 mm : 34.6 mm / 40 mm : 30.4 mm

OS Wear OS Powered by Samsung

메모리 16 GB 내장 메모리 + 1.5 GB RAM

센서 BIA 센서, ECG, PPG, 심박수 모니터, 나침반, 가속도계, 자이로, 
기압계, 조도센서, 체온센서

배터리 44mm : 410 mAh 
40mm : 284 mAh

방수 5ATM + IP 68 / MIL-STD-8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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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 테스트는 2022년 6월 삼성에서 갤럭시 워치5(블루투스,LTE)의 사전 출시 버전을 사용하여 각각 삼성 휴대폰에 페어링하여 진행했습니다. - 모든 디바이스는 사전 출시 소프트웨어와 테스트 되었고, 마그네틱 고속 충전 USB-C케이블(EP-OR900) 및 삼성 25W USB C전원 어댑터(EP-TA800)
를 활용하여 측정되었습니다.  - 충전 시간은 지역, 설정, 사용 패턴 및 환경 요인에 따라 다르며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삼성 25 W USB C전원 어댑터(EP-TA800)은 별매품입니다. - 갤럭시 워치4 40 mm 배터리 용량(Typical) 247 mAh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 갤럭시 워치5 44 mm 배터리 용량(Typical)은 410 mAh / 40 mm 배터리 용량(Typical)은 284 mAh입니다. - Typical 용량은 타사 실험 환경에서 측정되었으며, 여러 샘플값에서 편차를 고려하여 계산된 평균값입니다. 이때, 샘플값은 IEC 61960-3 스탠다드 기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 Android 8.0 이상, RAM 1.5 GB 이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 폰과 페어링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웰빙 및 피트니스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의학적 상태 또는 질병의 감지, 진단, 치료에 사용하도록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 측정된 값은 개인 참조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임산부는 체성분을 측정하지 마세요. - 기능 및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 가능 여부는 지역, 연결 기기, SW 버전, 이동 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기능은 플랫폼과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호환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글, 유투브 뮤직, 
빅스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정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스크래치에 강하면서도 알루미늄 바디의 부담 없이 가벼운 무게로 내게 맞춘 듯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만의 미니멀한 
시그니처 원형 디자인은 어디에나 어울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어요.

4  
손목 위
헬스 트레이너

2  
빨라진 충전 시간과
더 커진 배터리 용량

3  
나와 가장 가까운
건강 파트너

워치5는 전작 대비 15 % 더 커진 배터리가 
적용되어 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속도도 30 %나 빨라져, 기존 워치4에서 
완충되는데 110분 소요되던 시간이 워치5에서는 
75분으로 단축되었죠. 이제 더 커진 배터리 
용량과 놀라운 충전 속도로 스마트한 일상을 보다 
여유롭게 즐기세요.

갤럭시 워치5는 워치 후면의 피부 밀착도를 
향상시켜 센서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더 정확해진 센서로 성분 / 수면 / 산소포화도 / 
스트레스 등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갤럭시 워치 유저만을 위한 특별한 수면코칭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갤럭시 워치5는 손목 위의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의 90가지 이상의 다양한 
운동 종목을 제공하며 운동 시간, 운동 경로, 소모 
칼로리 등을 측정하고 기록해줍니다. 워치5로 측정된 
운동기록은 데이터 자동 동기화로 스마트폰으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0 mm (그라파이트, 핑크 골드, 실버) 44 mm (그라파이트, 사파이어,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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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나, 더 나은 날을 위한

SM-R870 (44 mm 블루투스) / SM-R875 (44 mm LTE) 
SM-R860 (40 mm 블루투스) / SM-R865 (40 mm LTE)

* 무게는 제품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 UI는 국가나 통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ATM 방수는 ISO 표준 22810:2010에 따른 50m 방수 등급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작용한 채 다이빙을 하거나 고기압의 수상 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IP68 방수 등급은 IEC 표준 60529 요구 사항에 따라 1.5m에서 30분 동안 담수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먼지가 묻었을 땐 물로 가볍게 씻은 후 사용해도 됩니다.
* 배터리 용량은 자사 실험치이며, 실 사용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디바이스(워치)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 6.0 이상 및 RAM 1.5GB 이상)과 호환되므로,
   사용 중인 스마트폰이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크기 44 mm : 44.4 × 43.3 × 9.8 mm
40 mm : 40.4 × 39.3 × 9.8 mm

무게 44 mm : 30.3 g
40 mm : 25.9 g

프로세서 Exynos W920

디스플레이
Super AMOLED, Corning® Gorilla® Glass DX+
(2.5D Front + 3D Back Glass)
44 mm : 34.6mm / 40 mm : 30.4mm

OS Wear OS Powered by Samsung

메모리 16GB 내장 메모리 + 1.5GB RAM

센서 BIA 센서, ECG, PPG, 심박수 모니터, 나침반, 가속도계,
자이로, 기압계, 조도 센서

배터리 44 mm : 361 mAh 
40 mm : 247 mAh

방수 5ATM + IP68 / MIL-STD-8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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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력한 내구성의 티타늄 바디 & 사파이어 크리스탈

* BIA 탑재, 완벽해진 헬스케어 - 이식형 심장박동기와 같은 전자기기가 신체에 이식되어 있을 경우, 체성분을 측정하지 마세요.   - 임산부는 측정하지 마세요.   - 피트니스와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측정된 값은 개인 참고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숙면을 위한 수면측정 - 갤럭시 워치4의 수면 관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페어링이 필요합니다.   - 코골이 감지 및 녹음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평평한 표면에 놓고 스마트폰의 아래쪽이 당신의 머리쪽을 향하도록 하세요.  
- 코골이 감지 기능의 기본 설정은 꺼져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삼성 헬스 앱(6.18 버전 이상) 설정이 필요합니다.   - 미국수면재단(NSF)의 수면 팁은 갤럭시 워치4와 페어링된 스마트폰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면 관련 기능은 일반적인 건강 관리 및 피트니스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측정된 값은 개인 참조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앱 사용성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니다.
* Wear OS를 통한 다양한 APP 활용 -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 6.0 이상 및 RAM 1.5GB 이상)과 호환되므로 사용중인 스마트폰이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앱 사용 가능 여부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Google Map, Google Message, Google Phone, Youtube Music은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44 mm (블랙, 그린, 실버) 40 mm (블랙, 핑크골드, 실버)

티타늄 소재의 견고한 바디와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완성된 프리미엄 디자인의 워치5 프로는 강력해진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등산, 
캠핑 등 신체 활동이 많은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스크래치나 찍힘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갤럭시 워치5 프로에만 적용된 디버클 스트랩은 손목을 감싸는 매끄러운 
일체형 스트랩으로 세련된 스타일은 물론, 원터치로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Wear OS를 통한
다양한 APP 활용 

2  
BIA 탑재, 
완벽해진 헬스케어

3  
숙면을 위한
수면측정

이제 갤럭시 워치4가 체성분까지 간편하게 
측정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체지방량부터 골격근량, 체수분 등을 알아볼 수 
있죠. 삼성 바이오엑티브 센서와 강력한 속도의 
칩이 불러온 엄청한 혁신을 만나보세요.

갤럭시 워치4는 당신이 잠든 사이 수면 단계를 
감지하고 분석합니다. 더 좋아진 측정 기능은 
혈중 산소 농도와 코골이 패턴까지 기록하죠. 
미국수면재단(NSF)이 알려주는 수면 팁과 함께 
더욱 질 높은 수면을 유지해보세요.

갤럭시 워치4에는 Wear OS Powered by Samsung 
이 최초로 탑재되었습니다. 평소 즐겨 찾는 앱과 
주요 Google 앱까지 워치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유튜브 뮤직 등 음악 스트리밍 앱에서부터 
건강 및 피트니스 앱까지, 다양한 앱을 골라 
사용해보세요.

Strava

Swim.com

Coach to 5K

Calm

MyFitnessPal

Cardiogram

Komoot

Adidas Running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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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나, 더 나은 날을 위한

크기 46 mm : 45.5 × 45.5 × 11.0 mm
42 mm : 41.5 × 41.5 × 11.2 mm

무게 46 mm : 52 g
42 mm : 46.5 g

프로세서 Exynos W920

디스플레이
Super AMOLED, Corning® Gorilla® Glass DX 
(2.5D Front + 3D Back Glass)
46 mm : 34.6 mm / 42 mm : 30.4 mm

OS Wear OS Powered by Samsung

메모리 16GB 내장 메모리 + 1.5GB RAM

센서 BIA 센서, ECG, PPG, 심박수 모니터, 나침반, 가속도계, 
자이로, 기압계, 조도 센서

배터리 46 mm : 361 mAh
42 mm : 247 mAh

방수 5ATM + IP68 / MIL-STD-810G

SM-R890 (46 mm 블루투스) / SM-R895 (46 mm LTE)
SM-R880 (42 mm 블루투스) / SM-R885 (42 mm LTE)

* 무게는 제품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 UI는 국가나 통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ATM 방수는 ISO 표준 22810:2010에 따른 50m 방수 등급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작용한 채 다이빙을 하거나 고기압의 수상 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IP68 방수 등급은 IEC 표준 60529 요구 사항에 따라 1.5m에서 30분 동안 담수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먼지가 묻었을 땐 물로 가볍게 씻은 후 사용해도 됩니다.
* 배터리 용량은 자사 실험치이며, 실 사용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디바이스(워치)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 6.0 이상 및 RAM 1.5GB 이상)과 호환되므로,
   사용 중인 스마트폰이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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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보적인 원형디자인과 편리한 회전베젤

스테인리스의 고급스럽고 견고한 바디와 갤럭시의 시그니처 원형 회전 베젤로 편리한 화면 조작까지 클래식 디자인의 멋스러움을 느껴보세요.
하이브리드 가죽 스트랩과 스포츠 스트랩을 포함한 다양한 스트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편안한 착용감, 그리고 땀에 강한 재질까지 더했죠.
손목은 편하게 지키고 스타일도 제대로 챙겨보세요. 

46 mm (블랙, 실버) 42 mm (블랙, 실버)

* BIA 탑재, 완벽해진 헬스케어 - 이식형 심장박동기와 같은 전자기기가 신체에 이식되어 있을 경우, 체성분을 측정하지 마세요.   - 임산부는 측정하지 마세요.   - 피트니스와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측정된 값은 개인 참고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숙면을 위한 수면측정 - 갤럭시 워치4의 수면 관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페어링이 필요합니다.   - 코골이 감지 및 녹음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평평한 표면에 놓고 스마트폰의 아래쪽이 당신의 머리쪽을 향하도록 하세요.  
- 코골이 감지 기능의 기본 설정은 꺼져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삼성 헬스 앱(6.18 버전 이상) 설정이 필요합니다.   - 미국수면재단(NSF)의 수면 팁은 갤럭시 워치4와 페어링된 스마트폰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면 관련 기능은 일반적인 건강 관리 및 피트니스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측정된 값은 개인 참조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앱 사용성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니다.
* Wear OS를 통한 다양한 APP 활용 -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 6.0 이상 및 RAM 1.5GB 이상)과 호환되므로 사용중인 스마트폰이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앱 사용 가능 여부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Google Map, Google Message, Google Phone, Youtube Music은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4  
Wear OS를 통한
다양한 APP 활용 

2  
BIA 탑재, 
완벽해진 헬스케어

3  
숙면을 위한
수면측정

이제 갤럭시 워치4가 체성분까지 간편하게 
측정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체지방량부터 골격근량, 체수분 등을 알아볼 수 
있죠. 삼성 바이오엑티브 센서와 강력한 속도의 
칩이 불러온 엄청한 혁신을 만나보세요.

갤럭시 워치4는 당신이 잠든 사이 수면 단계를 
감지하고 분석합니다. 더 좋아진 측정 기능은 
혈중 산소 농도와 코골이 패턴까지 기록하죠. 
미국수면재단(NSF)이 알려주는 수면 팁과 함께 
더욱 질 높은 수면을 유지해보세요.

갤럭시 워치4에는 Wear OS Powered by Samsung 
이 최초로 탑재되었습니다. 평소 즐겨 찾는 앱과 
주요 Google 앱까지 워치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유튜브 뮤직 등 음악 스트리밍 앱에서부터 
건강 및 피트니스 앱까지, 다양한 앱을 골라 
사용해보세요.

Strava

Swim.com

Coach to 5K

Calm

MyFitnessPal

Cardiogram

Komoot

Adidas Running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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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완벽해진 디자인의 스마트 헬스 케어 워치

45 mm : 46.2 × 45.0 × 11.1 mm
41 mm : 42.5 × 41.0 × 11.3 mm

45 mm : 53.8 g (티타늄 43 g)
41 mm : 48.2 g

Exynos 9110(Dual-core) 1.15 GHz

Full color AOD, Gorilla® DX (2.5D Front + 3D Back Glass)
45 mm : 34 mm 360 × 360 Super AMOLED
41 mm : 30 mm 360 × 360 Super AMOLED

Tizen OS 5.5

8 GB 내장 메모리 + 1 GB RAM

가속도, 자이로, 기압계, 조도 센서, 
광학심박센서(8PD), 전기심박센서(ECG)

45 mm : 340 mAh / 41 mm : 247 mAh

5ATM + IP68 / MIL-STD-810G

* 무게는 제품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 UI는 국가나 통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ATM 방수는 ISO 표준 22810:2010에 따른 50미터 방수 등급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착용한 채 다이빙을 하거나 고기압의 수상 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IP 68 방수 등급은 IEC 표준 60529 요구사항에 따라 1.5 m에서 30분 동안 담수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먼지가 묻었을 땐 물로 가볍게 씻은 후 사용해도 됩니다.

크기

무게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OS

메모리

센서

배터리

방수

SM-R840 (45 mm 블루투스) / SM-R845 (45 mm LTE)
SM-R850 (41 mm 블루투스) / SM-R855 (41 mm LTE)

삼성 헬스 모니터 앱
삼성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손목 위에서
혈압 / 심전도를 측정하고 관리하세요.

* 갤럭시 워치3, 갤럭시 워치 액티브2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공산품)
* 본 서비스는 Android OS 7.0 이상 탑재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갤럭시 워치3, 워치 액티브2 및 이후 출시된 갤럭시 워치 기기와의 페어링이 필요합니다.
*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혈압 검사 또는 맥파 검사용 기기, 심전계로 제조허가를 받았습니다. 

① 혈압 검사 또는 맥파 검사용 기기 : 모바일 플랫폼(스마트워치)에 장착된 광학(PPG센서)를 이용하여 손목모세혈관의 혈압을 간접적(비관혈적)으로 측정하는 
      모바일 앱으로서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과 맥박수를 표시합니다. 
② 심전계 : 워치의 전극센서에서 수집한 Lead l 유사 심전도 신호로부터 심방세동 여부를 판단하며, 측정된 심전도 신호를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 사항’과 ‘사용 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① 혈압 앱의 기준 혈압은 4주마다 커프형 혈압계를 통해 보정해야 합니다. 
② ECG 앱에서 보여주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심장마비 증상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 광고 심의필 : 심의번호 2020-I10-28-2527 /  2020-I10-2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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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일매일 
워치 스타일링

2  
혈압 / 심전도 /
산소 포화도 측정

3  
다양한
피트니스 기능

1  리얼 워치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

스테인리스 바디, 프리미엄 가죽 스트랩, 시계 전문 디자이너와 협업한 워치페이스가 만나 리얼 워치의 감성을 전달합니다.
갤럭시 워치(SM-R800/R810) 대비 더 얇아지고 가벼워졌으며, 원형 회전 베젤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티타늄(45mm 미스틱 블랙) 모델은 티타늄 바디와 메탈 스트랩으로 구성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 리얼 워치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 - 티타늄 모델(45 mm 미스틱 블랙)은 9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 혈압 / 심전도 / 산소 포화도 측정 -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갤럭시 스마트폰과의 페어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양한 피트니스 기능 - 최대 산소 섭취량 확인은 야외에서 달리기(GPS 연동) 시 제공됩니다. 
* 매일매일 워치 스타일링 - 갤럭시 워치3 45 mm는 22 mm 스트랩과 호환되며, 41 mm는 20 mm 스트랩과 호환됩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이용하여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삼성 헬스’ 앱에서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정도, 
수면 상태도 측정 가능합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등 자동 측정운동 7종을 
포함하여 40가지의 운동 트래킹을 지원합니다. 
또한 달리기 시 실시간 자세 분석과 
최대 산소 섭취량(VO² Max)을 알려줘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매일 새로운 워치페이스를 연출하세요. 
즐겨 찾는 앱을 워치페이스에 설정하면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환가능한 다양한 스트랩으로 때론 클래식하게, 
때론 스포티하게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Titanium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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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고 편안한 미니멀 디자인의 스마트 헬스케어 워치

44 mm : 44 × 44 × 10.9 mm
40 mm : 40 × 40 × 10.9 mm

44 mm : 스테인리스 42 g, 알루미늄 30 g
40 mm : 스테인리스 37 g, 알루미늄 26 g

Exynos 9110(Dual-core) 1.15 GHz

Full color AOD, Gorilla® Glass DX+ (2.5D Front + 3D Back Glass)
44 mm : 34 mm 360 × 360 Super AMOLED
40 mm : 30 mm 360 × 360 Super AMOLED

Tizen OS 5.5

B/T : 4 GB 내장 메모리 + 768 MB RAM
LTE : 4 GB 내장 메모리 + 1.5 GB RAM

가속도, 자이로, 기압계, 조도 센서, 광학심박센서(8PD), 전기심박센서(ECG)

44 mm : 340 mAh    40 mm : 247 mAh

5ATM + IP68 / MIL-STD-810G

* 무게는 제품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 UI는 국가나 통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P 68 방수 등급은 IEC 표준 60529 요구사항에 따라 1.5 m에서 30분 동안 담수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먼지가 묻었을 땐 물로 가볍게 씻은 후 사용해도 됩니다.

* 5ATM 방수는 ISO 표준 22810:2010에 따른 50미터 방수 등급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착용한 채 다이빙을 하거나 고기압의 수상 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크기

무게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OS

메모리

센서

배터리

방수

SM-R820 (44 mm 블루투스) / SM-R825 (44 mm LTE)
SM-R830 (40 mm 블루투스) / SM-R835 (40 mm LTE)

갤럭시 워치 액티브2 골프 에디션
골프존이 개발한 ‘SMART CADDIE’ 앱이  
기본 제공되는 스마트 골프 워치입니다. 
생생하고 선명한 코스 맵과 코스 공략 기능을 통해  
전 세계 4만여 개 코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방수 기능, 선명한 sAMOLED 화면은 
당신이 언제든 최상의 스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골프 에디션은 SMART CADDIE 앱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별도의 이용권(유료 구매 시 10만 원 상당) 구매가 필요 없습니다. 
* 네트워크 연결 후 주변 검색 또는 국가/지역 검색으로 원하는 코스를 추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듀얼 아크

샷 히스토리

IP 설정

골프장 리스트

최고의 샷을 위한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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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일 새롭게 바꾸는
워치페이스

2  
혈압 / 심전도 
간편한 측정

3  
보다 정확해진
건강 트래킹 

1  내게 맞춘 가볍고 편안한 디자인

사이즈 (44 mm, 40 mm)와 소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그리고 컬러까지 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터치 베젤을 부드럽게 돌려가며 작동하세요. 

터치 베젤

* 혈압 / 심전도 간편한 측정 -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갤럭시 스마트폰과의 페어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내게 맞춘 가볍고 편안한 디자인 - 터치베젤은 설정-유용한 기능-터치 베젤 사용 중 설정이 필요합니다. - 워치 화면 테두리를 원을 그리듯이 밀어 빠르게 스크롤해 보세요.
* 보다 정확해진 건강 트래킹 - 건강 관리와 운동을 위한 기능으로 개인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예방하는 등의 의료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이용하여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작이 필요없는 7종 자동 운동 트래킹과 
40가지 이상의 수동 감지운동을 지원합니다.  
‘코치와 함께 달리기’를 선택하면 달리는 중 
페이스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명하고 다양한 워치 페이스로 매일매일 새로운 
워치를 만들수 있습니다.
오늘 입을 의상을 촬영하여 오늘의 룩과 매칭되는 
나만의 워치페이스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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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220
크기 46.6 × 18.6 × 11.1 mm

무게 21 g (스트랩 포함)

디스플레이 27.8 mm Full Color AMOLED(126 × 294) 3D Curved Glass

센서 심박, 가속도, 자이로

배터리 159 mAh

조작 방법 전면 터치 버튼, 터치 스크린

OS FreeRTOS

방수·방진 5ATM, IP68

호환모델 Android 5.0 & RAM 1.5 GB 이상 / iOS 10.0 & iPhone 7 이상
* 태블릿 미지원

* 무게는 제품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OS 기기에서는 특정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일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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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

27.8 mm 풀 컬러 AMOLED 디스플레이와 3D 글라스를 적용해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g의 가벼운 무게로 찬 듯 안찬 듯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 충전 걱정 없는 배터리 - 배터리 수명은 저사용 패턴(심박수 및 자동 운동 측정 Off 상태, 수면 시 미착용)에서 최대 21일, 일반 사용 패턴(수면 시 미착용)에서 최대 1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 배터리 사용시간은 실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충전 걱정 없는
배터리

3  
다양한
스마트 편의 기능

2  
90가지
피트니스 트래킹

수영, 자전거, 필라테스 등 90여 가지 운동 모드를 
지원하며, 이중 5가지 운동은 자동으로 감지해 
손쉬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 측정 운동 : 걷기, 달리기, 로잉 머신, 일립티컬, 활동적인 운동

수면 / 심박수 / 스트레스 측정은 물론 손 씻기 
알림과 타이머 기능을 제공해 개인위생 관리를 
도와줍니다.

일반 15일, 최대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로 충전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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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이어폰에서도 스튜디오급

* 무게는 구성 및 제조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사용시간은 완충 시 기준이며, 실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음악재생 시간은 ANC는 켜고 빅스비는 꺼져 있는 기준, 통화시간은 ANC가 켜져 있는 기준입니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대화 감지를 OFF한 상태에서 측정되었습니다.
* IPX7 방수등급은 이어버드에만 적용되며 충전케이스는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 물 속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어버드 : 21.6 × 19.9 × 18.7 mm / 케이스 : 50.2 × 50.1 × 27.7 mm

이어버드 : 5.5 g / 케이스 : 43.4 g

음악 재생 : 최대 18시간 (이어버드 5시간), ANC 켜짐 
통화 시간 : 최대 14시간 (이어버드 3.5시간), ANC 켜짐

유선 충전, 무선 충전, 무선 배터리 공유

IPX7 생활방수 (이어버드)

16 GB 내장 메모리 + 1.5 GB RAM

Bluetooth v5.3

6 High-SNR (Signal-to-Noise Ratio)

SSC (Samsung Seamless Codec) HiFi, AAC, SBC

크기

무게

사용시간

충전

방수 등급

메모리

블루투스

마이크

코덱

SM-R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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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텔리전트 ANC 

2  
24bit 
Hi-Fi 사운드

3  
입체감 있고 생생한
360 오디오

1  인체공학적 설계로 작고 가벼워져 편안한 착용감

프리미엄 컬러 라인업 
부드럽고 매트한 무광 소재의 이어버드와 케이스로 모던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그라파이트, 화이트, 보라 퍼플 세 가지의 프리미엄 컬러를 만나 보세요.

귓 속까지 편안한 착용감
새롭게 디자인한 이어버드는 기존보다 15 % 작아져 귀에 꼭 맞게 들어갑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착용감은 더욱 편안해졌죠. 
향상된 공기 순환 기술이 외이도 압력을 줄이고 소음은 최소화하여 
선명한 소리와 함께 편안함까지 제공합니다.

- 사용 가능한 색상은 국가, 지역 또는 이동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15 % 크기 감소는 사이즈 볼륨을 기준으로 갤럭시 버즈 프로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 무게는 제품 구성이나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4bit Hi-Fi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Android One UI 버전 4.0
이상의 갤럭시 기기와 페어링이 필요합니다.  - 24bit 오디오 지원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 360오디오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Android One UI버전 3.1이상의 갤럭시 기기가 필요합니다. - 360 오디오 및 Dolby Head Tracking™ 
지원 여부는 사용하는 앱과 콘텐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이렉트 멀티 채널(Direct Multi-channel)은 Android One UI 버전 4.1.1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 대화 감지는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60 오디오를 사용하면 사운드가 더욱 사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이렉트 멀티 채널(5.1ch / 7.1ch 
기반)과 향상된 Dolby Head Tracking이 포함된 
360 오디오 알고리즘이 모든 움직임을 동기화하여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360 오디오는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각 소리의 방향을 정확히 
찾아내어 입체적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역대급으로 향상된 ANC(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해보세요. 3개의 고감도(High SNR) 마이크가 
적용된 갤럭시 버즈2 프로는 더 많은 소음을 
추적하고 제거합니다. 갤럭시 버즈2 프로는 대화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음악 소리를 자동으로 줄이고 
주변음 듣기 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갤럭시 디바이스를 통해 음악을 재생하면 모든 
음이 살아있는 듯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향상된 
SSC 코덱이 24bit 오디오를 인코딩하고 버즈
2 프로로 디코딩하여 동일한 24bit 고품질 
사운드를 유지합니다. 이제는 무선이어폰에서도 
스튜디오급 사운드를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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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가볍지만, 강한 무선 이어폰

* 무게는 구성 및 제조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사용시간은 완충 시 기준이며, 실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음악재생 시간은 ANC는 켜고 빅스비는 꺼져 있는 기준, 통화시간은 ANC가 켜져 있는 기준입니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대화 감지를 OFF한 상태에서 측정되었습니다.
* IPX2 방수등급은 이어버드에만 적용되며 충전케이스는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 물 속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크기 이어버드 : 17.0 × 20.9 × 21.1 mm / 케이스 : 50.2 × 50.0 × 27.8 mm

무게 이어버드 : 5 g (1개 기준) / 케이스 : 41.2 g

사용 시간 음악재생 : 최대 20시간 (이어버드 5시간 + 케이스 15시간)
통화시간 : 최대 13시간 (이어버드 3.6시간 + 케이스 9.4시간) → ANC ON 기준ANC ON 기준

충전 유선 충전, 무선 충전, 무선 배터리 공유(D2D)

방수 등급 IPX2

블루투스 BT 5.2

마이크 빔포밍 기술이 적용된 외부 마이크 2개, 내부 마이크 1개, 가속도 센서(VPU), DNN

코덱 SSC, AAC, SBC

SM-R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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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이내믹 2-Way 스피커 

2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3  
통화 중 소음제거 솔루션

1  작고, 가볍고, 편안한 슬림핏 디자인

감성적인 5가지 컬러 
클래식한 그라파이트, 순수한 화이트, 차분한 올리브, 로맨틱한 라벤더, 품격있는 오닉스까지
당신의 특별한 감각을 채워줄 트렌디한 컬러를 선택하세요. 이어폰 컬러와 매칭되는 케이스는
사용감이 좋은 크래들 디자인으로, 이어폰을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충전과 휴대까지 편리합니다.

편안한 착용감
에너지 넘치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더 작고 
가벼워졌습니다. 한쪽 이어버드는 5g으로 더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부드러운 세가지 크기의 실리콘 
팁과 함께 나만의 핏을 찾아보세요

*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 갤럭시 버즈2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배경 소음을 최대 98 %까지 차단하는 UL 인증을 받았습니다. 
* 통화 중 소음제거 솔루션 - 국제 통화품질 기준인 PolQA(Perceptional Object Warning Quality Analysis)에 따라 삼성 내부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밖에서도 소곤소곤 조용히 대화하세요. 3개의 
마이크와 보이스 픽업 유닛으로 더욱 선명한 
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원치 않는 소음을 
걸러주는 통화 중 소음 제거 솔루션 탑재와 함께 
돌출면을 최소화한 디자인이 만나 바람이 불거나 
시끄러운 거리에서도 편안하게 통화할 수 있죠.

다이내믹 2-Way 스피커의 강렬하고 깊은 저음과 
맑고 깨끗한 고음을 만끽하세요. 균형 잡힌 음질은 
재생과 동시에 그 자리에 있는 듯 생생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문득 여행을 떠나고 싶은 순간, 갤럭시 
버즈2와 사운드 여행을 즐겨보세요.

골라 듣는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집중이 필요한 
시간에는 두 개의 마이크가 주변 소음을 
감지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불필요한 
소리를 차단해주니까요. 음악을 듣고 게임을 즐길 
때, 오디오북이나 좋아하는 팟캐스트에 몰입하고 
싶을 때는 최대 98%까지 주변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2개의 외부 마이크
(빔포밍)

1개의 
내부 마이크

VPU
(보이스 픽업 유닛)

스몰

고음

중간음
저음

미디움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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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나는 갤럭시 오픈형 무선 이어폰

이어버드 : 27.3 × 16.5 × 14.9 mm / 케이스 : 50.2 × 50.0 × 27.8 mm

이어버드 : 5.6 g(이어버드 1개 기준) / 케이스 : 42.2 g

음악재생 : 총 21시간(이어버드 6시간 + 케이스 15시간)
통화시간 : 총 17시간(이어버드 4.5시간 + 케이스 12.5시간)

유선 충전, 무선 충전(Qi 규격 호환), 무선 배터리 공유

BT 5

빔포밍 기술이 적용된 외부 마이크 2개, 내부 마이크 1개, 가속도 센서(VPU)

SSC, AAC, SBC

크기

무게

사용 시간 

충전

블루투스

마이크

코덱

SM-R180

* 제품 크기와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사용 시간은 자사 실험 결과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사용 시간은 음악재생 시 ANC와 빅스비 중 하나가 켜져 있는 기준이며, 통화시간의 경우 ANC가 켜져 있는 기준입니다.
*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은 갤럭시 노트20, S20, 노트10, S10 시리즈, Z 폴드2, 폴드 모델에 한하여 지원되며 단말의 배터리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무선 배터리 공유가 중단됩니다.
* 통화 품질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SC(Samsung Scalable Codec) : 삼성 독자 코덱으로 끊김 걱정 없는 음악 감상을 지원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안드로이드 7.0버전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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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에 쏙 들어가는 오픈형 디자인

귀 안에 쏙! 들어가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귀에 꼈을 때 답답하지 않고 안정적인 착용이 가능합니다. 
귀와 얼굴의 곡선을 따른 자연스러운 디자인은 물론 손에 딱 맞는 크기의 충전 케이스는 어디든 들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4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3  
향상된 통화 품질

빔포밍 기술이 탑재된 2개의 외부 마이크와 
내부 마이크는 물론 턱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까지 탑재하여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우수한 통화품질을 제공합니다.

12 mm 대형 스피커, 중저음을 풍성하게 전달하는 
베이스 덕트(Bass Duct)로 풍부하고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마치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생생한 사운드를 느껴보세요.

귀가 먹먹하지 않은 오픈형 ANC로 음악을 
즐겨보세요. 저역대의 생활 소음은 차단하고 
상대방 목소리, 안내 방송과 같은 중요 정보는 
놓치지 않아 안전하게 음악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사운드
2

* 향상된 통화 품질 - 통화 품질은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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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무선 이어폰의 새로운 기준

이어버드 : 20.5 × 19.5 × 20.8 mm / 케이스 : 50.2 × 50.0 × 27.8 mm

이어버드 : 6.3 g(이어버드 1개 기준) / 케이스 : 44.9 g

음악재생 : 총 18시간(이어버드 5시간+케이스 13시간)
통화시간 : 총 14.5시간(이어버드 4시간+케이스 10.5시간)

유선 충전, 무선 충전(Qi 규격 호환), 무선 배터리 공유

IPX7

BT 5

빔포밍 기술이 적용된 외부 마이크 2개, 내부 마이크 1개, 가속도 센서(VPU)

SSC, AAC, SBC

크기

무게

사용 시간 

충전

방수 등급

블루투스

마이크

코덱

SM-R190

* 무게는 구성 및 제조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사용시간은 완충 시 기준이며, 실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음악재생 시간은 ANC는 켜고 빅스비는 꺼져 있는 기준, 통화시간은 ANC가 켜져 있는 기준입니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대화 감지를 OFF 한 상태에서 측정되었습니다.
*  IPX7 방수 등급은 깨끗한 물(담수) 최대 1 m 깊이에서 30분 간 보호 가능합니다. 

제품을 물로 씻어 내거나, 수면 아래에서 지속적인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PX7 방수 등급은 이어버드에만 적용되며, 충전 케이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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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도적 성능의 인텔리전트 ANC

4  
갤럭시끼리 바로바로
오토 스위치

3  
설계부터 달라진
통화 품질

3개의 마이크, VPU(Voice Pickup Unit) 탑재는 
물론 바람이 닿는 면적을 최소화한 디자인 설계로 
야외에서도 목소리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대화 감지

AI 알고리즘이 착용자의 목소리를 감지하여
대화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음량을 줄여주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켜줍니다.

11mm 대형 우퍼와 6.5mm 트위터로 구성된 
맞춤형 2-Way 스피커는 전 음역대에서 한 층 더 
정교하고 균형 잡힌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360 오디오 기능을 활용하면 입체감 있는 
서라운드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듣고 있는 음악, 강의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소음을 감지해 이를 효과적으로 
감쇄시켜 줍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는 알아서 기기를 매끄럽게 
넘나듭니다.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다가 
스마트폰에 전화가 오면 오디오가 자동으로 
연결되어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통화가 끝나면 다시 태블릿으로 전환됩니다.

주변 소리 듣기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소리 크기를
4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Hi-Fi 사운드

2

* 프리미엄 Hi-Fi 사운드 -  360오디오는 One UI 3.1 버전 이상의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에 호환되며, 지원여부는 앱과 컨텐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갤럭시끼리 바로바로 오토 스위치 - 동일한 삼성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하며, One UI 3.1 버전 이상의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에 호환됩니다.
* One UI 3.1 지원 단말 - 갤럭시 S21 시리즈, 갤럭시 탭 S7 시리즈 (2021년 1월 기준) 지원 디바이스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부 마이크

High SNR 마이크
사용자의 음성을 선명하게 포착

빔포밍 기술이 탑재된
2개의 외부 마이크



69

68

음질도, 성능도 Plus 된 2세대 갤럭시 무선 이어폰

이어버드 : 22.5 × 17.5 × 19.2 mm / 케이스 : 26.5 × 70 × 38.8 mm

이어버드 : 6.3 g(이어버드 1개 기준) / 케이스 : 39.6 g

음악재생 : 총 22시간 (이어버드 11시간 + 케이스 11시간)
통화시간 : 총 15시간 (이어버드 7.5시간 + 케이스 7.5시간)

유선 충전, 무선 충전(Qi 규격 호환), 무선 배터리 공유

BT 5

빔포밍 기술이 적용된 외부 마이크 2개, 내부 마이크 1개

SSC, AAC, SBC

크기

무게

사용 시간 

충전

블루투스

마이크

코덱

SM-R175

* 제품 크기와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사용 시간은 자사 실험 결과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은 갤럭시 노트20, S20, 노트10, S10 시리즈, Z 폴드2, 폴드 모델에 한하여 지원되며 단말의 배터리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무선 배터리 공유가 중단됩니다.
* 통화 품질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SC(Samsung Scalable Codec) : 삼성 독자 코덱으로 끊김 걱정 없는 음악 감상을 지원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안드로이드 7.0버전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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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아 숨 쉬는 진짜 사운드

우퍼(저음)와 트위터(고음)를 분리한 다이나믹 2-Way 스피커를 적용하여 풍성하고 균형 잡힌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만드는 AKG의 기술과 5개의 이퀄라이저로 내 귀에 꼭 맞는 음악을 즐겨보세요.

4  
주변 소리 듣기 

3  
강력한 배터리 

최대 22시간 음악 재생, 
최대 15시간 연속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어버드와 충전 케이스 완충 기준)
또한 3분 충전만으로도 최대 1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배터리 타임으로 마음 편히 
영화, 드라마를 즐겨보세요.

빔포밍 기술이 적용된 외부 마이크 2개와 
내부 마이크 1개로, 주변 환경에 따라 
사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깨끗한 통화 품질이 보장됩니다.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또렷한 
통화 품질을 느껴보세요.

3단계로 강화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외부 소리를 보다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음악에 
집중하다 중요한 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2개의 외부 마이크

1개의 내부 마이크

New

깨끗한 통화 품질
2

* 강력한 배터리 - 배터리 사용 시간은 자사 실험치 결과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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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UP

SM-F926N SM-F711N SM-A136S SM-A336N

사이즈 접었을 때: 158.2 × 67.1 × 14.4~16.0 mm 
펼쳤을 때: 158.2 × 128.1 × 6.4 mm

접었을 때: 86.4 ×  72.2 × 15.9~17.1 mm 
펼쳤을 때: 166.0 × 72.2 × 6.9 mm 164.5 × 76.5 × 8.8 mm / 195 g 159.7 × 74.0 × 8.1 mm / 186 g

디스플레이
메인: 191.9 mm QXGA+ Dynamic AMOLED 2X
커버: 158.2 mm 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메인: 170.3 mm FHD+ Dynamic AMOLED 2X
커버: 48.2 mm Super AMOLE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65.5 mm HD+ TFT V-Cut 디스플레이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164.0 mm FHD+ Super AMOLED, U-Cut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카메라
후면 : 1,200만 화소 + 1,200만 화소 + 1,200만 화소
커버:  1,000만 화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 400만 화소

전면 1,000만 화소
후면 1,200만 화소 + 1,200만 화소 

전면 5 MP(F2.0) 
후면 50 MP(F1.8) + 2 MP(F2.4) + 2 MP(F2.4)

전면 : 13 MP(F2.2) 
후면 : 48 MP(F1.8) + 8 MP(F2.2) + 
           2 MP(F2.4) + 5 MP(F2.4)

메모리 12 GB + 256 GB, 12 GB + 512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8 GB + 256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4 GB + 128 GB 
* micro SD 슬롯 지원

6 GB + 128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4,400 mAh 3,300 mAh 5,000 mAh 5,000 mAh

SM-S918N SM-S916N SM-S911N SM-F936N

사이즈 78.1 × 163.4 × 8.9 mm / 233g 76.2 × 157.8 × 7.6 mm / 195g 70.9 × 146.3 × 7.6 mm / 168g 접었을 때 : 155.1 × 67.1 × 15.8~14.2 mm 
펼쳤을 때 : 155.1 × 130.1 × 6.3 mm / 263 g

디스플레이 173.1 mm Quad HD +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66.5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53.9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메인 : 192.1 mm QXGA+ Dynamic AMOLED 2X
커버 : 157.3 mm 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12 MP(F2.2) 
후면 12 MP(F2.2) + 200 MP(F1.7) + 
        10 MP(F2.4) + 10 MP(F4.9) 

전면 10 MP(F2.2) 
후면 12 MP(F2.2) + 50 MP(F1.8) + 10 MP(F2.4)

전면 12 MP(F2.2) 
후면 12 MP(F2.2) + 50 MP(F1.8) + 10 MP(F2.4)

전면 4 MP(F2.2) 
후면 50 MP(F1.8) + 12 MP(F2.2) + 10 MP(×3)(F2.4) 
커버 10 MP(F2.2)

메모리
12 GB + 256 GB, 512 GB, 1 TB 
*micro SD 슬롯 미지원
* 1 TB는 삼성닷컴 단독컬러에 한합니다.

8 GB + 256 GB, 512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8 GB + 256 GB, 512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12 GB + 256 GB, 12 GB + 512 GB / 
12 GB + 1 TB(닷컴전용)
*micro SD 슬롯 미지원     

배터리 5,000 mAh 4,700 mAh 3,900 mAh 4,400 mAh

SM-F721N SM-S908N SM-S906N SM-S901N

사이즈 접었을 때 : 84.9 × 71.9 × 17.1~15.9 mm 
펼쳤을 때 : 165.2 × 71.9 × 6.9 mm / 187 g 77.9 × 163.3 × 8.9 mm 77.9 × 157.4 × 7.6 mm 70.6 × 146.0 × 7.6 mm

디스플레이
메인 : 170.3 mm FHD+ Dynamic AMOLED 2X
커버 : 48.2 mm Super AMOLE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73.1 mm Q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66.5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53.9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10 MP(F2.4) 
후면 12 MP(F1.8) + 12 MP(F2.2)

전면: 4,000만 화소
커버: 1,200만 + 1억800만 + 
          1,000만 + 1,000만 화소  

전면: 1,000만 화소
커버: 1,200만 + 5,000만 + 1,000만 화소 

전면: 1,000만 화소
커버: 1,200만 + 5,000만 + 1,000만 화소 

메모리 8 GB + 256 GB, 8 GB + 512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12GB + 256 GB, 512 GB, 1TB 
*micro SD 슬롯 미지원    
 * 1TB는 삼성닷컴 단독컬러에 한합니다.

8 GB + 256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8 GB + 256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배터리 3,700 mAh 5,000 mAh 4,500 mAh 3,700 mAh

SM-A235N SM-G525N SM-A135N SM-G160N
사이즈 76.9 × 165.4 × 8.4 mm 147.1 × 71.6 × 9.2 mm 165.1 × 76.4 × 8.8 mm / 195 g 122.0 × 60.2 × 16.1 mm

디스플레이 167.2 mm FHD+ TFT LC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34.8 mm HD+ TFT LC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67.2 mm FHD+ TFT V-Cut 디스플레이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96.6 mm WVGA TFT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카메라
전면 : 800만 화소 
후면 : 5,000만 +  500만 + 200만 화소 + 200만 화소

전면 : 500만 화소
후면 : 1,600만 화소 

전면 : 8 MP(F2.2) 
후면 : 50 MP(F1.8) + 5 MP(F2.2) + 
           2 MP(F2.4) + 2 MP(F2.4)

전면 : 500만 화소
후면 : 800만 화소

메모리 4 GB + 128 GB
*micro SD 슬롯 지원

4 GB RAM + 64 GB
*micro SD 슬롯 지원

4 GB + 64 GB 
* micro SD 슬롯 지원

2 GB RAM + 32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5,000 mAh 3,000 mAh 5,000 mAh 1,950 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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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UP

SM-F721N SM-S908N SM-S906N SM-S901N

사이즈 접었을 때 : 84.9 × 71.9 × 17.1~15.9 mm 
펼쳤을 때 : 165.2 × 71.9 × 6.9 mm / 187 g 77.9 × 163.3 × 8.9 mm 77.9 × 157.4 × 7.6 mm 70.6 × 146.0 × 7.6 mm

디스플레이
메인 : 170.3 mm FHD+ Dynamic AMOLED 2X
커버 : 48.2 mm Super AMOLE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73.1 mm Q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66.5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53.9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10 MP(F2.4) 
후면 12 MP(F1.8) + 12 MP(F2.2)

전면: 4,000만 화소
커버: 1,200만 + 1억800만 + 
          1,000만 + 1,000만 화소  

전면: 1,000만 화소
커버: 1,200만 + 5,000만 + 1,000만 화소 

전면: 1,000만 화소
커버: 1,200만 + 5,000만 + 1,000만 화소 

메모리 8 GB + 256 GB, 8 GB + 512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12GB + 256 GB, 512 GB, 1TB 
*micro SD 슬롯 미지원    
 * 1TB는 삼성닷컴 단독컬러에 한합니다.

8 GB + 256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8 GB + 256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배터리 3,700 mAh 5,000 mAh 4,500 mAh 3,700 mAh

SM-F926N SM-F711N SM-M336K SM-A336N

사이즈 접었을 때: 158.2 × 67.1 × 14.4~16.0 mm 
펼쳤을 때: 158.2 × 128.1 × 6.4 mm

접었을 때: 86.4 ×  72.2 × 15.9~17.1 mm 
펼쳤을 때: 166.0 × 72.2 × 6.9 mm 76.9 × 165.4 × 8.4 mm / 198 g 159.7 × 74.0 × 8.1 mm / 186 g

디스플레이
메인: 191.9 mm QXGA+ Dynamic AMOLED 2X
커버: 158.2 mm 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메인: 170.3 mm FHD+ Dynamic AMOLED 2X
커버: 48.2 mm Super AMOLE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67.2 mm FHD+ TFT LC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64.0 mm FHD+ Super AMOLED, U-Cut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카메라
후면 : 1,200만 화소 + 1,200만 화소 + 1,200만 화소
커버:  1,000만 화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 400만 화소

전면 1,000만 화소
후면 1,200만 화소 + 1,200만 화소 

전면 : 8 MP(F2.2) 
후면 : 50 MP(F1.8) + 5 MP(F2.2) +
           2 MP(F2.4) + 2 MP(F2.4)

전면 : 13 MP(F2.2) 
후면 : 48 MP(F1.8) + 8 MP(F2.2) + 
           2 MP(F2.4) + 5 MP(F2.4)

메모리 12 GB + 256 GB, 12 GB + 512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8 GB + 256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6 GB RAM + 128 GB
*micro SD 슬롯 지원

6 GB + 128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4,400 mAh 3,300 mAh 5,000 mAh 5,000 mAh

SM-S918N SM-S916N SM-S911N SM-F936N

사이즈 78.1 × 163.4 × 8.9 mm / 233g 76.2 × 157.8 × 7.6 mm / 195g 70.9 × 146.3 × 7.6 mm / 168g 접었을 때 : 155.1 × 67.1 × 15.8~14.2 mm 
펼쳤을 때 : 155.1 × 130.1 × 6.3 mm / 263 g

디스플레이 173.1 mm Quad HD +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66.5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53.9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메인 : 192.1 mm QXGA+ Dynamic AMOLED 2X
커버 : 157.3 mm 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12 MP(F2.2) 
후면 12 MP(F2.2) + 200 MP(F1.7) + 
        10 MP(F2.4) + 10 MP(F4.9) 

전면 10 MP(F2.2) 
후면 12 MP(F2.2) + 50 MP(F1.8) + 10 MP(F2.4)

전면 12 MP(F2.2) 
후면 12 MP(F2.2) + 50 MP(F1.8) + 10 MP(F2.4)

전면 4 MP(F2.2) 
후면 50 MP(F1.8) + 12 MP(F2.2) + 10 MP(×3)(F2.4) 
커버 10 MP(F2.2)

메모리
12 GB + 256 GB, 512 GB, 1 TB 
*micro SD 슬롯 미지원
* 1 TB는 삼성닷컴 단독컬러에 한합니다.

8 GB + 256 GB, 512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8 GB + 256 GB, 512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12 GB + 256 GB, 12 GB + 512 GB / 
12 GB + 1 TB(닷컴전용)
*micro SD 슬롯 미지원     

배터리 5,000 mAh 4,700 mAh 3,900 mAh 4,400 mAh

SM-A235N SM-G525N SM-A135N SM-G160N
사이즈 76.9 × 165.4 × 8.4 mm 147.1 × 71.6 × 9.2 mm 165.1 × 76.4 × 8.8 mm / 195 g 122.0 × 60.2 × 16.1 mm

디스플레이 167.2 mm FHD+ TFT LC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34.8 mm HD+ TFT LC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67.2 mm FHD+ TFT V-Cut 디스플레이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96.6 mm WVGA TFT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카메라
전면 : 800만 화소 
후면 : 5,000만 +  500만 + 200만 화소 + 200만 화소

전면 : 500만 화소
후면 : 1,600만 화소 

전면 : 8 MP(F2.2) 
후면 : 50 MP(F1.8) + 5 MP(F2.2) + 
           2 MP(F2.4) + 2 MP(F2.4)

전면 : 500만 화소
후면 : 800만 화소

메모리 4 GB + 128 GB
*micro SD 슬롯 지원

4 GB RAM + 64 GB
*micro SD 슬롯 지원

4 GB + 64 GB 
* micro SD 슬롯 지원

2 GB RAM + 32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5,000 mAh 3,000 mAh 5,000 mAh 1,950 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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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235N SM-G525N SM-A135N SM-G160N
사이즈 76.9 × 165.4 × 8.4 mm 147.1 × 71.6 × 9.2 mm 165.1 × 76.4 × 8.8 mm / 195 g 122.0 × 60.2 × 16.1 mm

디스플레이 167.2 mm FHD+ TFT LC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34.8 mm HD+ TFT LC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67.2 mm FHD+ TFT V-Cut 디스플레이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96.6 mm WVGA TFT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카메라
전면 : 800만 화소 
후면 : 5,000만 +  500만 + 200만 화소 + 200만 화소

전면 : 500만 화소
후면 : 1,600만 화소 

전면 : 8 MP(F2.2) 
후면 : 50 MP(F1.8) + 5 MP(F2.2) + 
           2 MP(F2.4) + 2 MP(F2.4)

전면 : 500만 화소
후면 : 800만 화소

메모리 4 GB + 128 GB
*micro SD 슬롯 지원

4 GB RAM + 64 GB
*micro SD 슬롯 지원

4 GB + 64 GB 
* micro SD 슬롯 지원

2 GB RAM + 32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5,000 mAh 3,000 mAh 5,000 mAh 1,950 mAh

SM-F926N SM-F711N SM-M236L SM-A336N

사이즈 접었을 때: 158.2 × 67.1 × 14.4~16.0 mm 
펼쳤을 때: 158.2 × 128.1 × 6.4 mm

접었을 때: 86.4 ×  72.2 × 15.9~17.1 mm 
펼쳤을 때: 166.0 × 72.2 × 6.9 mm 165.5 × 77.0 × 8.4 mm / 198 g 159.7 × 74.0 × 8.1 mm / 186 g

디스플레이
메인: 191.9 mm QXGA+ Dynamic AMOLED 2X
커버: 158.2 mm 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메인: 170.3 mm FHD+ Dynamic AMOLED 2X
커버: 48.2 mm Super AMOLE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67.2 mm FHD+ TFT LC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164.0 mm FHD+ Super AMOLED, U-Cut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카메라
후면 : 1,200만 화소 + 1,200만 화소 + 1,200만 화소
커버:  1,000만 화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 400만 화소

전면 1,000만 화소
후면 1,200만 화소 + 1,200만 화소 

전면 : 8 MP(F2.2) 
후면 : 50 MP(F1.8) + 8 MP(F2.2) + 2 MP(F2.4)

전면 : 13 MP(F2.2) 
후면 : 48 MP(F1.8) + 8 MP(F2.2) + 
           2 MP(F2.4) + 5 MP(F2.4)

메모리 12 GB + 256 GB, 12 GB + 512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8 GB + 256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4 GB RAM + 128 GB 
* micro SD 슬롯 지원

6 GB + 128 GB 
* micro SD 슬롯 지원

배터리 4,400 mAh 3,300 mAh 5,000 mAh 5,000 mAh

SM-S918N SM-S916N SM-S911N SM-F936N

사이즈 78.1 × 163.4 × 8.9 mm / 233g 76.2 × 157.8 × 7.6 mm / 195g 70.9 × 146.3 × 7.6 mm / 168g 접었을 때 : 155.1 × 67.1 × 15.8~14.2 mm 
펼쳤을 때 : 155.1 × 130.1 × 6.3 mm / 263 g

디스플레이 173.1 mm Quad HD +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66.5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53.9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메인 : 192.1 mm QXGA+ Dynamic AMOLED 2X
커버 : 157.3 mm 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12 MP(F2.2) 
후면 12 MP(F2.2) + 200 MP(F1.7) + 
        10 MP(F2.4) + 10 MP(F4.9) 

전면 10 MP(F2.2) 
후면 12 MP(F2.2) + 50 MP(F1.8) + 10 MP(F2.4)

전면 12 MP(F2.2) 
후면 12 MP(F2.2) + 50 MP(F1.8) + 10 MP(F2.4)

전면 4 MP(F2.2) 
후면 50 MP(F1.8) + 12 MP(F2.2) + 10 MP(×3)(F2.4) 
커버 10 MP(F2.2)

메모리
12 GB + 256 GB, 512 GB, 1 TB 
*micro SD 슬롯 미지원
* 1 TB는 삼성닷컴 단독컬러에 한합니다.

8 GB + 256 GB, 512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8 GB + 256 GB, 512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12 GB + 256 GB, 12 GB + 512 GB / 
12 GB + 1 TB(닷컴전용)
*micro SD 슬롯 미지원     

배터리 5,000 mAh 4,700 mAh 3,900 mAh 4,400 mAh

SM-F721N SM-S908N SM-S906N SM-S901N

사이즈 접었을 때 : 84.9 × 71.9 × 17.1~15.9 mm 
펼쳤을 때 : 165.2 × 71.9 × 6.9 mm / 187 g 77.9 × 163.3 × 8.9 mm 77.9 × 157.4 × 7.6 mm 70.6 × 146.0 × 7.6 mm

디스플레이
메인 : 170.3 mm FHD+ Dynamic AMOLED 2X
커버 : 48.2 mm Super AMOLED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73.1 mm Q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66.5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153.9 mm FHD+ Dynamic AMOLED 2X
* 화면 크기는 모서리 부분을 직각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카메라
전면 10 MP(F2.4) 
후면 12 MP(F1.8) + 12 MP(F2.2)

전면: 4,000만 화소
커버: 1,200만 + 1억800만 + 
          1,000만 + 1,000만 화소  

전면: 1,000만 화소
커버: 1,200만 + 5,000만 + 1,000만 화소 

전면: 1,000만 화소
커버: 1,200만 + 5,000만 + 1,000만 화소 

메모리 8 GB + 256 GB, 8 GB + 512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12GB + 256 GB, 512 GB, 1TB 
*micro SD 슬롯 미지원    
 * 1TB는 삼성닷컴 단독컬러에 한합니다.

8 GB + 256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8 GB + 256 GB
*micro SD 슬롯 미지원

배터리 3,700 mAh 5,000 mAh 4,500 mAh 3,700 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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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X906/X900 SM-X806/X800 SM-X706/X700
타입 태블릿 태블릿 태블릿

사이즈 326.4 × 208.6 × 5.5 mm
/ 728 g(5G), 726 g(WiFi)

285.0 × 185.0  × 5.7 mm
/ 572 g(5G), 567 g(WiFi)

253.8 × 165.3 × 6.3 mm
/ 507 g(5G), 503 g(WiFi)

디스플레이 369.9mm sAMOLED WQXGA+ 
(2,960×1,848)

315.0mm sAMOLED WQXGA+ 
(2,800×1,752)

278.1mm TFT WQXGA
(2,560 × 1,600)

카메라 후면 : 1,300만 + 600만 화소 
전면 : 1,200만 + 1,200만 화소

후면 : 1,300만 + 600만 화소 
전면 : 1,200만 화소

후면 : 1,300만 + 600만 화소
전면 : 1,200만 화소

배터리 11,200 mAh 10,090 mAh 8,000 mAh

 

SM-T976/975/970 SM-T875/T870 SM-T736/T735/T733
타입 태블릿 태블릿 태블릿

사이즈 285.0 × 185.0 × 5.7 mm
/ 575 g 

253.8 × 165.3 × 6.3 mm 
/ 500 g (LTE), 498 g (WiFi)

284.8 × 185.0 × 6.3 mm
/ 608 g (5G/LTE), 610 g (WiFi)

디스플레이 315.0 mm sAMOLED WQXGA+  
(2,800 × 1,752)

278.1 mm LTPS LCD WQXGA
(2,560 × 1,600)

315.0 mm TFT WQXGA
(2,560 × 1,600)

카메라 후면 : 1,300만 + 500만 화소 
전면 : 800만 화소

후면 : 1,300만 + 500만 화소 
전면 : 800만 화소

후면 : 800만 화소
전면 : 500만 화소

배터리 10,090 mAh 8,000 mAh 10,090 mAh

 

SM-P615/P610 SM-X205/X200 SM-T505/T500
타입 태블릿 태블릿 태블릿

사이즈 244.5 × 154.3 × 7.0 mm
/ 467 g(LTE), 465 g(WiFi)

246.8 × 161.9 × 6.9 mm
/ 508 g

247.6 × 157.4 × 7.0 mm
/ 477 g(LTE), 476 g(WiFi)

디스플레이 263.1 mm TFT WUXGA+
(2,000 × 1,200)

266.9mm TFT WUXGA
(1,920×1,200)

263.1 mm TFT WUXGA+
(2,000 × 1,200)

카메라 후면 : 800만 화소
전면 : 500만 화소

후면 : 800만 화소
전면 : 500만 화소

후면 : 800만 화소
전면 : 500만 화소

배터리 7,040 mAh 7,040 mAh 7,040 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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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510 SM-R177 SM-R180

사이즈 이어버드 : 21.6 × 19.9 × 18.7 mm  
케이스 : 50.2 × 50.1 × 27.7 mm

이어버드 : 17.0 × 20.9 × 21.1 mm
케이스 : 50.2 × 50.0 × 27.8 mm

이어버드 : 27.3 × 16.5 × 14.9 mm 
케이스 : 50.2 × 50.0 × 27.8 mm

충전 유선 충전, 무선 충전, 무선 배터리 공유 유선 충전, 무선 충전, 무선 배터리 공유(D2D) 유선, 무선(Qi 규격 호환), 무선 배터리 공유

블루투스 Bluetooth v5.3 BT 5.2 BT 5

마이크 6 High-SNR (Signal-to-Noise Ratio) 빔포밍 기술이 적용된 외부 마이크 2개, 내부 마이크 1개, 
가속도 센서(VPU), DNN

빔포밍 기술이 적용된 외부 마이크 2개,  
내부 마이크 1개, 가속도 센서(VPU)

코덱 SSC (Samsung Seamless Codec) HiFi, AAC, SBC SSC, AAC, SBC SSC, AAC, SBC

SM-R920 (45 mm 블루투스) / SM-R925 (45 mm LTE)
SM-R910 (44 mm 블루투스) / SM-R915 (44 mm LTE)
SM-R900 (40 mm 블루투스) / SM-R905 (44 mm LTE)

사이즈 45.4 × 45.4 × 10.5 mm 44mm : 43.3 × 44.4 × 9.8 mm 
40mm : 39.3 × 40.4 × 9.8 mm

디스플레이 Super AMOLED, Sapphire Crystal 34.6 mm Super AMOLED, Sapphire Crystal 
44 mm : 34.6 mm / 40 mm : 30.4 mm

컬러 블랙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44 mm (그라파이트, 사파이어, 실버) 
40 mm (그라파이트, 핑크 골드, 실버)

센서 BIA 센서, ECG, PPG, 심박수 모니터, 나침반, 가속도계, 자이로, 
기압계, 조도센서, 체온센서

BIA 센서, ECG, PPG, 심박수 모니터, 나침반, 가속도계, 자이로, 
기압계, 조도센서, 체온센서

OS Wear OS Powered by Samsung Wear OS Powered by Samsung

SM-R890 (46 mm 블루투스) / SM-R895 (46 mm LTE)
SM-R880 (42 mm 블루투스) / SM-R885 (42 mm LTE)

SM-R870 (44 mm 블루투스) / SM-R875 (44 mm LTE) 
SM-R860 (40 mm 블루투스) / SM-R865 (40 mm LTE) SM-R220

사이즈 46 mm : 45.5 × 45.5 × 11.0 mm
42 mm : 41.5 × 41.5 × 11.2 mm

44 mm : 44.4 × 43.3 × 9.8 mm
40 mm : 40.4 × 39.3 × 9.8 mm 46.6 × 18.6 × 11.1 mm

디스플레이
Super AMOLED, Corning® Gorilla® Glass DX 
(2.5D Front + 3D Back Glass)
46 mm : 34.6 mm / 42 mm : 30.4 mm

Super AMOLED, Corning® Gorilla® Glass DX+ 
(2.5D Front + 3D Back Glass) 
44 mm : 34.6 mm / 40 mm : 30.4 mm

27.8 mm Full Color AMOLED (126 × 294) 3D Curved Glass

컬러 46 mm : 블랙, 실버
42 mm : 블랙, 실버

44 mm : 블랙, 그린, 실버
40 mm : 블랙,  핑크골드, 실버 블랙, 스칼렛

센서 BIA 센서, ECG, PPG, 심박수 모니터, 나침반, 가속도계, 
자이로, 기압계, 조도 센서

BIA 센서, ECG, PPG, 심박수 모니터, 나침반, 가속도계,
자이로, 기압계, 조도 센서 심박, 가속도, 자이로

OS Wear OS Powered by Samsung Wear OS Powered by Samsung FreeR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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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케이스 프레임 케이스 스크린 프로텍터 S23 Ultra S펜

EF-PS911TGEGKR / EF-PS911TNEGKR 
EF-PS911TOEGKR / EF-PS911TUEGKR 
EF-PS911TVEGKR / EF-PS916TGEGKR 
EF-PS916TNEGKR / EF-PS916TOEGKR 
EF-PS916TUEGKR / EF-PS916TVEGKR 
EF-PS918TGEGKR / EF-PS918TNEGKR 
EF-PS918TOEGKR / EF-PS918TUEGKR 

EF-PS918TVEGKR

EF-MS911CBEGKR / EF-MS911CWEGKR 
EF-MS916CBEGKR / EF-MS916CWEGKR 
EF-MS918CBEGKR / EF-MS918CWEGKR

EF-US911CTEGKR 
EF-US916CTEGKR 
EF-US918CTEGKR

EJ-PS908BBEGKR 
EJ-PS908BGEGKR 
EJ-PS908BQEGKR 
EJ-PS908BWEGKR

카드 슬롯 커버 스크린 프로텍터 카드 슬롯 커버 클리어 커버

EF-OA336TLEGKR 
EF-OA336TPEGKR EF-UA336CTEGKR

EF-OA135TLEGKR
EF-OA135TPEGKR
EF-OA136TLEGKR
EF-OA136TPEGKR

EF-QA135TBEGKR
EF-QA135TTEGKR
EF-QA136TBEGKR
EF-QA136TTEGKR

레더 케이스 스마트 뷰 월렛 케이스 실리콘 그립 케이스

EF-VS911LAEGKR / EF-VS911LBEGKR 
EF-VS911LGEGKR / EF-VS916LAEGKR 
EF-VS916LBEGKR / EF-VS916LGEGKR 
EF-VS918LAEGKR / EF-VS918LBEGKR 

EF-VS918LGEGKR

EF-ZS911CBEGKR / EF-ZS911CGEGKR 
EF-ZS911CUEGKR / EF-ZS911CVEGKR 
EF-ZS916CBEGKR / EF-ZS916CGEGKR 
EF-ZS916CUEGKR / EF-ZS916CVEGKR 
EF-ZS918CBEGKR / EF-ZS918CGEGKR 
EF-ZS918CUEGKR / EF-ZS918CVEGKR

EF-GS911TBEGKR / EF-GS911TWEGKR 
EF-GS916TBEGKR / EF-GS916TWEGKR 
EF-GS918TBEGKR / EF-GS918TWEGKR

Galaxy A33 5G Galaxy A13 Galaxy A13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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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딩 커버 with 펜 실리콘 그립 커버 레더 커버 슬림 스탠딩 커버 클리어 엣지 커버 스크린 프로텍터 S펜 폴드 에디션

EF-OF93PCBEGKR 
EF-OF93PCJEGKR 
EF-OF93PCUEGKR

EF-GF936TBEGKR 
EF-GF936TWEGKR

EF-VF936LBEGKR 
EF-VF936LJEGKR

EF-MF936CBEGKR 
EF-MF936CUEGKR EF-QF936CTEGKR EF-UF93PCTEGKR EJ-PF926BBEGKR

실리콘 커버 with 스트랩 플랩 레더 커버 실리콘 커버 with 링 클리어 커버 with 링 클리어 슬림 커버

EF-GF721TBEGKR 
EF-GF721TWEGKR

EF-VF721LBEGKR 
EF-VF721LLEGKR 
EF-VF721LPEGKR

EF-PF721TLEGKR 
EF-PF721TNEGKR 
EF-PF721TPEGKR 
EF-PF721TVEGKR

EF-OF721CTEGKR EF-QF721CTEGKR

S View 월렛 커버 (항균) 실리콘 커버 with 스트랩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 실리콘 커버 클리어 커버

EF-EA536PBEGKR 
EF-EA536PWEGKR

EF-GA536TNEGKR 
EF-GA536TWEGKR

EF-RA536CNEGKR 
EF-RA536CWEGKR

EF-PA536TBEGKR 
EF-PA536TLEGKR 
EF-PA536TPEGKR

EF-QA536TBEGKR 
EF-QA536TTEGKR

Galaxy Z Fold4 5G

Galaxy Z Flip4 5G

Galaxy A53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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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S8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 Tab S7 키보드 북커버 Tab S8 슬림 키보드 북커버

EF-RX700CBEGKR EF-DT870UBKGKR EF-DT630UBKGKR

- Tab S7 l S8 제품과 호환됩니다. - Tab S7 l S8 제품과 호환됩니다.

Tab S7 FE 북커버 Tab S8+ 노트 뷰 커버 Tab S8+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 Tab S7+ 키보드 북커버 Tab S7 FE 슬림 키보드 북커버

EF-BT730PBEGKR
EF-BT730PJEGKR

EF-ZX800PBEGKR
EF-ZX800PWEGKR EF-RX800CBEGKR EF-DT970UBKGKR EF-DT730UBKGKR

- Tab S7+ l S7 FE l S8+ 제품과 호환됩니다. - Tab S7+ l S7 FE l S8+ 제품과 호환됩니다. - Tab S7+ l S8+ 제품과 호환됩니다. - Tab S7+ l S7 FE l S8+ 제품과 호환됩니다.

Tab S8 북커버 Tab S8 스트랩 커버 Tab S8 노트 뷰 커버

EF-BT630PBEGKR EF-GX700CWEGKR
EF-GX700CBEGKR

EF-ZX700PBEGKR
EF-ZX700PWEGKR

- Tab S7 l S8 제품과 호환됩니다. - Tab S7 l S8 제품과 호환됩니다. - Tab S7 l S8 제품과 호환됩니다.

Galaxy Tab S8

Galaxy Tab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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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S8 Ultra 북커버 Tab S8 Ultra 노트 뷰 커버 Tab S8 Ultra 키보드 북커버

EF-BX900PBEGKR EF-ZX900PBEGKR EF-DX900UBKGKR

Tab S7 S펜 Tab S7 FE S펜

EJ-PT870BJEGKR 
EJ-PT870BSEGKR

EJ-PT730BBEGKR 
EJ-PT730BGEGKR 
EJ-PT730BPEGKR

- Tab S7 l S7+ l S8 l S8+ l S8 Ultra 제품과 호환됩니다.

북커버 클리어 엣지 커버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

EF-BX200PPEGKR 
EF-BX200PSEGKR

EF-QX200TNEGKR 
EF-QX200TVEGKR EF-RX200CBEGKR

S 펜

Galaxy Tab A8

Galaxy Tab S8 Ul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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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커버 대한항공 커버 하이브로우 커버 삼다수 커버 게토레이 커버

GP-FPR177HIILK 
GP-FPR177HIIWK GP-FPR177HILLK GP-FPR510AMDAK GP-FPR510AMCTK GP-FPU022SBBOK

Galaxy Buds2 Pro  Buds2   Buds Live

D 버클 스포츠 스트랩 (20mm, M / L) 글로벌 골즈 스트랩 (20mm, M) 패브릭 밴드 (20mm, M) 충전독

ET-SFR92LBEGKR 
ET-SFR92LJEGKR ET-SRR87MWEGKR

ET-SVR86MBEGKR
ET-SVR86MJEGKR
ET-SVR86MLEGKR

EP-OR900BBEGKR

- 워치5 시리즈, 워치4 시리즈 제품과 호환됩니다. - 워치5, 워치4, 워치3, 액티브2, 액티브 제품과 호환됩니다.

러기드 스포츠 스트랩 (20mm) 스포츠 스트랩 (20mm, S / M) 스포츠 스트랩 (20mm, M / L) 투톤 스포츠 스트랩 (20mm)

ET-SDR90SBEGKR (S / M)
ET-SDR90SJEGKR (S / M)
ET-SDR91LBEGKR (M / L)
ET-SDR91LJEGKR (M / L)

ET-SFR90SJEGKR 
ET-SFR90SLEGKR 
ET-SFR90SVEGKR 
ET-SFR90SWEGKR 
ET-SFR90SZEGKR

ET-SFR91LJEGKR 
ET-SFR91LLEGKR 
ET-SFR91LVEGKR 
ET-SFR91LWEGKR 
ET-SFR91LZEGKR

ET-STR90SNEGKR (S / M)
ET-STR90SREGKR (S / M)
ET-STR91LNEGKR (M / L)
ET-STR91LREGKR (M / L)

- 워치5 시리즈, 워치4 시리즈 제품과 호환됩니다.

Galaxy Watch5 시리즈

고속 충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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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무선충전 배터리팩
(2020, 25W)

PD 배터리팩 10,000mAh
(2023, 25W) PD 배터리팩 20,000mAh

EB-U3300XJEGKR EB-P3400XUKGKR EB-P5300XJEGKR

배터리팩

ACCESSORIES

무선 충전 스마트싱스

무선충전 트리오 15W 초고속 무선 충전 듀오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최대 15W 무선 충전, 스마트홈 허브)

EP-P6300TBEGKR
EP-P6300TWEGKR

EP-P5400TBKGKR
EP-P5400TWKGKR

EP-P9500TBEGKR
EP-P9500TWEGKR

충전기 차량용 충전기

15W PD 충전기 무선충전  차량 거치대 
(어댑터 미포함, USB A to C 케이블 포함, Z폴드 호환)

40W 듀얼 차량용 충전기 
(Type-C  25W, USB-A  15W, 케이블 미포함)

EP-T1510XBKGKR (USB C to C 케이블 포함)
EP-T1510XWKGKR (USB C to C 케이블 포함) EP-H5300CBEGKR EP-L4020NBKGKR

충전기

65W 트리오 포트 PD 충전기
(케이블 미포함)

45W PD 충전기
(USB C to C 1.8m 케이블 포함)

35W 듀얼 포트 충전기 
(C Max 35W, A Max 15W , 케이블 미포함) 25W PD 충전기

EP-T6530NBKGKR EP-T4510XBKGKR EP-TA220NBKGKR

EP-TA800XBKGKR (USB C to C 케이블 포함)
EP-TA800XWKGKR (USB C to C 케이블 포함)

EP-TA800NBKGKR (케이블 미포함)
EP-TA800NWKGKR (케이블 미포함)



삼성전자 제품안내 카탈로그는 재생용지로 제작됩니다. 본 카탈로그는 정부에서

우수한 재활용 제품으로 인증 받아 GR마크를 획득한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자원 순환,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작은 노력, 삼성전자가 함께 합니다. 

SP / Retail Comm 2023년 03월 기준

- 본 카탈로그의 제품 소개는 제품 동향에 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소개된 내용은 향후 시장동향, 개발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입시 제품 매뉴얼과 매장 판매원을 통하여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사진 및 특장점 등에는 광고적 표현이 포함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색상은 인쇄과정으로 인해 실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에 실린 모든 정보를 불법으로 도용했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니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제품별 가용메모리 용량은 표시되는 전체 용량보다 적으며 OS버전 및 펌웨어버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언락폰(자급제폰) 개통 시 주의사항 : 통신 사업자향폰에서 제공하는 통신사 특화 기능은 언락폰(자급제폰)에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부가서비스 등 상세한 내용은 자급제폰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통신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  1588-3366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운영시간
월 ~ 토 09:00 ~ 18:00 (일요일/공휴일 휴무)

사이버 CS프라자
www.3366.co.kr 
(원격 상담 / 자가 고장진단 / 조치방법 안내서비스)

불편사항 및 기타문의 
02-541-3000 (고객상담실)
080-022-3000 (수신자부담전화)

홈페이지  |  www.samsung.com

매장에서 휴대폰 활용방법, 간단조치를 무상으로 도와드립니다

일부 매장에 한해 운영되오니, 근무매장을 확인하세요 
삼성전자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매장/서비스센터 > 매장찾기

제품 사용 및 서비스 문의 휴대폰 전문가 갤럭시 컨설턴트를 만나보세요

비밀번호 해제데이터 이동제품무상점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1 한국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스마트폰 부문  24년 연속 1위 선정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0 한국품질만족지수"  조사에서

스마트폰 부문 12년 연속 1위 선정

글로벌경영협회 주관 
"2020 글로벌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스마트폰 부문 16년 연속 1위 선정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0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휴대전화 A/S 부문 17년 연속 1위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