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세일즈가이드에 소개된 내용은 향후 시장동향 개발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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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를 빛나게 하는 시그니처 디자인
Galaxy S22 Ultra 프리미엄 디자인
Galaxy S22 | Galaxy S22+ 팬텀 디자인

2. 디테일에 강한 카메라&비디오
카메라 한눈에 보기, 나이토그래피, 초고해상도 카메라, 스페이스 줌
인물 모드, 프로 모드/Expert RAW

3. 더 쉽고 똑똑해진 AI편집
AI 지우개, 사진 리마스터, 인텔리전트 파일 쉐어

4. 울트라를 더욱 완벽하게 하는 내장 S펜
내장 S펜, S펜으로 텍스트 입력하기, 삼성 노트로 바로 가져오기

5. 압도적인 파워 퍼포먼스
4nm AP, 초고속 충전과 대용량 배터리,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강력해진 내구성

플러스 토크

6. 갤럭시 Eco

26

1) One UI 4
일관된 사용성, 보안 기능, 커스텀 기능
2) 기기 간 연결성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 워치4 헬스케어 / 버즈 오토 스위칭 / 윈도우즈와 연결 /
퀵 쉐어 / 스마트 뷰와 앱 캐스트 / 노트 싱크 / 스마트싱즈 / 구글 듀오
3) 갤럭시만의 기능
삼성 월렛

부록

체험가이드
액세서리
프로모션
스펙 비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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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크

탄생스토리
시리즈는 그 동안의 S시리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에 드디어 내장 S펜이 적용되었습니다.
놀라운 성능의 1억 8백만 화소 카메라와 최상의 퍼포먼스에 S펜까지 만나
Ultra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는 밤에도 잘 찍히고, 낮에도 선명한 슈퍼 카메라를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나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고객에게
딱 맞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감각적인 컬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갤럭시 기기 간 연결성과 삼성 페이, One UI 4 등
갤럭시만의 차별화된 Eco 시스템을
더욱 새로워진
시리즈로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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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프리미엄의 완성
폴더블만의 놀라운 사용성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Galaxy Z Fold3 l Z Flip3부터
최상의 성능에 내장된 S펜으로 더욱 완벽해진
,
감각적인 디자인에 뛰어난 카메라를 겸비한
갤럭시 플래그십의 풀 라인업을 만나보세요.

까지

갤럭시 플래그십 5종

NEW

울트라 카메라와 S펜의 완벽한 만남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디테일에 강한 슈퍼 카메라

폴더블 최초로 방수를 지원하는

콤팩트한 사이즈와 디테일에 강한 슈퍼카메라

나를 빛나게 하는 아이코닉 디자인

04

스토리 토크

핵심 토크

플러스 토크

기타 토크

제품 한눈에 보기
카메라

6.8"

S 펜 내장

(173.1 mm)
QHD+
3,088 x 1,440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228 g
120 Hz

팬텀
블랙

초광각
광각
망원1
망원2
전면

12 MP F2.2[듀얼 픽셀 AF]
108 MP F1.8[PD AF], OIS
10 MP F2.4[3x, 듀얼 픽셀 AF], OIS
10 MP F4.9[10x, 듀얼 픽셀 AF], OIS
40 MP F2.2[PD AF]

4nm AP
Snapdragon® 8 Gen 1

메모리
RAM 12 GB
저장 공간 256/512 GB/1 TB
(1 TB는 삼성닷컴 단독컬러 Only)

팬텀
화이트

그린

버건디

배터리
5,000 mAh

카메라
초광각
광각
망원
전면

12 MP F2.2[FF]
50 MP F1.8[듀얼 픽셀 AF] OIS
10 MP F2.4[3x, PD AF] OIS
10 MP F2.2[듀얼 픽셀 AF]

4nm AP
Snapdragon® 8 Gen 1

메모리
RAM 8 GB
저장 공간 256 GB

6.6”

6.1”

(166.5 mm)
FHD+
2,340 x 1,080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195 g
120 Hz

(153.9mm)
FHD+
2,340 x 1,080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167 g
120 Hz

배터리
4,500 mAh(S22+)
3,700 mAh(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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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그린

핑크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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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고객

Ultra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프리미엄 폰

슈퍼 카메라폰

혁신적인 기술 & 제품을
추구하는 얼리어답터 고객

모바일로 모든 일상을 찍고,
공유하고, 표현하기를 즐기는 고객

기존 노트 시리즈를 사용 중이며,
최신 노트 시리즈를 기다렸던 고객

트렌디한 디자인과
감각적인 컬러로
나를 표현하고 싶은 고객

1억 800만 고해상도 카메라로
카메라의 성능을 중시하며,
카메라 활용도가 높은 고객

그립감 및 휴대성을 중시 하는 고객

대화면과 S펜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성 높은 활동을
원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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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나를 빛나게 하는 시그니처 디자인
•
•

2

최강의 성능과 S펜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디자인
디테일까지 완성도를 높인 팬텀 디자인

디테일에 강한 카메라&비디오
• 어둠 속에서도 밝고 선명한 나이토그래피 카메라
• 1억 8백만 초고해상도 카메라 (S22 UItra 108 MP, S22 l S22+ 50 MP)
• 내츄럴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인물 모드

3

더 쉽고 똑똑해진 AI편집
• 빛 반사, 그림자까지 불필요한 부분을 싹 지워주는 AI 지우개
• 선명도 개선부터 모니터 촬영시 물결무늬까지 제거해주는 사진 리마스터
• AI에 기반한 보정으로 더욱 쉽고 빠른 인텔리전트 파일 쉐어

4

울트라를 더욱 완벽하게 하는 내장 S-Pen
• 더욱 빠르게 반응하는 내장 S펜
• S펜만의 편리하고 똑똑한 기능

5

압도적인 파워 퍼포먼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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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nm AP 적용으로 갤럭시 사상 가장 빠른 퍼포먼스
초고속충전과 대용량 배터리
야외에서도 잘 보이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Gorilla Glass Victus+와 아머 알루미늄으로 더욱 강력해진 내구성

기타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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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크

나를 빛나게 하는

시그니처 디자인
프리미엄 디자인

팬텀 디자인

최강의 성능과 S펜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디자인
여
Ultra는 노트의 헤리티지를 계승하여
최강의 성능과 S펜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카메라가 바디 위에 부드럽게 떠 있는 느낌의
플로팅 카메라 디자인에서
Ultra만의 프리미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안개가 살짝 내려앉은 듯한
매트한 무광처리의 헤이즈 마감이 적용된
4가지 프리미엄 컬러를 만나보세요.

진정한 블랙

빛을 투영하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갤럭시만의 특별한 감성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그린

버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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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빛나게 하는

시그니처 디자인
프리미엄 디자인

팬텀 디자인

디테일까지 완성도를 높인 팬텀 디자인
보다 세련된 플랫 디자인과 완벽해진 카메라 하우징으로
팬텀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한결 세련되고 정제된
팬텀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4가지 컬러를 만나보세요.
Galaxy S21

보다 간결해진 메탈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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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블랙

빛을 투영하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로맨틱의 완성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그린

핑크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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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에 강한

카메라&비디오
카메라 한눈에 보기
전면
40 MP F2.2
[PD AF]

초광각
12 MP F2.2
[듀얼 픽셀 AF]
광각
108 MP F1.8[PD AF]
OIS

플래시 LED

레이저 AF

NEW 슈퍼 클리어 렌즈

망원1
10 MP F4.9
[10x, 듀얼 픽셀 AF]
OIS
망원2
10 MP F2.4 [3x, 듀얼 픽셀 AF]
OIS
※ 슈퍼 클리어 렌즈는 Ultra 광각 카메라에 한함

전면
10 MP F2.2
[듀얼 픽셀 AF]

광각
50 MP F1.8 [듀얼 픽셀 AF]
OIS
망원
10 MP F2.4 [3x, PD AF]
OIS

플래시 LED

초광각
12 MP F2.2[FF]

슈퍼 클리어 글래스가 전 모델 후면 카메라에 적용되어 촬영시 빛 번짐, 빛 반사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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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에 강한

카메라&비디오
나이토그래피

초고해상도 카메라

인물 모드

프로 모드

어둠 속에서도 밝고 선명한 나이토그래피
야간에 인생샷 찍기 너무 어렵죠?
어둠 속에서도 사진과 영상을 잘 찍는 방법은 바로
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시리즈의 초고해상도 카메라는 더 큰 픽셀로 더 많은 빛을 흡수하여
어두운 야간에도 밝고 선명하며 디테일이 살아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나이토그래피 : Night 와 Photograhpy 의 합성어로 야간 촬영에 최적화된 카메라

생생한 컬러로 밝히는 밤
‧ 더 밝고 더 디테일한 사진과 동영상
‧ 더 큰 픽셀로 더 많은 빛 흡수
더 적은 빛

더 많은 빛

1.8 µm
(S21/21+)

2.0 µm
(S22/S22+)
2.4 µm
(Ultra)

선명한 사진
‧ Redesigned AI ISP 사용
‧ 사진을 최대 20장까지 합성하여
노이즈 감소

선명한 동영상
‧ 조명에 따라 밝기, 화질을 최적화하는
가변 프레임 기술 적용

00:00:12
※ FHD/UHD에서 15/24/30/60 fps로 자동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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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에 강한

카메라&비디오
나이토그래피

초고해상도 카메라

인물 모드

프로 모드

1억 8백만 초고해상도 카메라
1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초고화질 사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한 디테일을 사진에서 느껴보세요.
가변형 픽셀 시스템을 적용하여 상상 이상의 선명함과 깊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대형인화가 필요한 전문적인 사진 촬영은 물론 확대나 크롭을 할때도 문제 없죠.
디테일이 살아있는 밝고 선명한 사진
Galaxy S22 Ultra
Galaxy S22+ | S22

1억 800만 화소
5000만 화소

가변형 픽셀 적용으로 상상이상의 선명함과 깊이 표현
디테일

밝기

NPU 성능 향상

디테일

밝기

108/50 MP

(Re-mosaic 모드)

12 MP
(S22 Ultra: Nona-binning 모드
S22 l S22+: Tetra-binning 모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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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에 강한

카메라&비디오
나이토그래피

2

초고해상도 카메라

인물 모드

프로 모드

디테일까지 살아있는초고화질 동영상

사진 뿐 아니라 동영상까지도 보다 사실적으로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촬영하세요.
요즘 SNS를 통해 소소한 일상을 담은 동영상 공유 많이 하시죠?
의 Super HDR 기술로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같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생생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디테일과 컬러Super HDR
ㆍ고성능 4nm AP 활용하여 알고리즘 최적화
: 모든 프레임별 장면 분석을 통해 동영상의 디테일과 컬러감 향상
ㆍ12 bit HDR 센서를 통해 화질 개선
: 더 넓어진 다이나믹 레인지로 풍부한 색감 표현

※ 카메라에서 나오는 빛을 흡수하여 더 선명한 디테일과 컬러 구현
※ 12 bit HDR 센서는 광각 카메라로 FHD/UHD 30 fps 촬영 시에만 지원

00:00:12

흔들림을 최소화한 동영상 촬영

향상된 OIS
58 % 더 넓어진
보정각으로
미세한 떨림에도
Blur 없이 또렷한 촬영
※ S21과 비교 시

13

첨단VDIS
4배 더 빠르고 정교해진
모션 샘플링으로
손떨림 보정

AI AF
AI 장면 인식,
피사체 Tracking으로
어둡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초점 맞춤

스토리 토크

핵심 토크

플러스 토크

기타 토크

디테일에 강한

카메라&비디오
나이토그래피

초고해상도 카메라

3

인물 모드

프로 모드

스페이스 줌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섬세하게 디테일을 포착합니다.
최대 100배까지 당겨도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선명하고 또렷하게 찍어보세요.

Galaxy S22 Ultra

Galaxy S22+

Galaxy S22

디지털 줌

100x

30x

광학 줌

3x, 10x

3x

※ 스페이스 줌은 디지털 줌이 포함되어 있어 이미지 품질이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

4

광학 줌

광학 줌을 지원하여 3배까지 줌하여 촬영해도
선명하고 또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1x

2x

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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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토크

플러스 토크

기타 토크

디테일에 강한

카메라&비디오
나이토그래피

초고해상도 카메라

인물 모드

프로 모드

내츄럴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인물 모드
인물사진도 역시
죠!
눈썹, 머리카락 하나까지 포착하는 섬세한 표현과 더 자연스러운 블러 효과로 마치
영화 같은 인물 사진과 동영상을 남길수 있습니다.
야간에도 선명한 인물 사진은 물론, 3배 광학 줌에서도 인물 모드를 지원하여
당겨 찍어도 화질 손상 없는 내츄럴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인물 사진이 완성됩니다.

사실적인 인물 사진

더 선명하고 디테일하게
‧ 피부, 눈썹 등 인물의 디테일을 섬세하게 표현
‧ 피사체와 배경 간의 세그먼트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물을 더욱 선명하게 표현

야간 인물 사진

저조도 환경에서도 더욱 밝고 선명하게
‧ 더 커진 카메라 픽셀을 지원하여
밝기 개선 및 노이즈 최소화 기능 적용

3x 광학 이제 3x 광학 줌에서도 인물 모드 지원

3x 광학
‧ 이제 3x 광학 줌에서도 인물 모드 지원

※ 3배 광학줌은 후면 카메라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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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토크

기타 토크

디테일에 강한

카메라&비디오
나이토그래피

초고해상도 카메라

인물 모드

프로 모드

전문가처럼 찍고 편집하는 프로 모드 / Expert RAW
1

프로 모드

자동 모드에서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지만
보다 전문가처럼 찍고 싶다면 프로 모드를 활용하세요.
셔터 스피드, 감도(ISO), 조리개 값을 전문가용 카메라 수준으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하여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에서 프로 모드 선택

장노출 사진

2

Expert RAW

일반 사진
NEW

갤럭시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Expert RAW 사용하면 멀티 프레임 기반 RAW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 후 Lightroom for Samsung을 사용해 해당 RAW 파일을
나만의 느낌으로 보정하여 원하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Expert RAW
다운로드

RAW로 촬영하고 편집&보정
※ Expert RAW는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무료), S22 시리즈와 S21 Ultra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기기는 지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 Lightroom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Light room for samsung 앱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본 기능은 2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스토리 토크

핵심 토크

플러스 토크

기타 토크

더 쉽고 똑똑해진

AI편집

AI 지우개

사진 리마스터

인텔리전트 파일 쉐어

빛 반사, 그림자까지 불필요한 부분을 싹 지워주는

AI 지우개

너무 잘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이나 보기 싫게 걸린 배경 때문에 아쉬웠던 사진 있으시죠?
는 인물이나 사물을 선택해서 지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찍힌 그림자, 빛 반사까지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사진 편집 툴 없이도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세요.

기존
지우고 싶은 피사체를 탭하거나
지우고 싶은 영역을
따라 그려서 지우기

업그레이드 된 기능
불필요한 피사체를
지우는 것은 물론
그림자와 빛 반사까지
AI가 분석하여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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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토크

기타 토크

더 쉽고 똑똑해진

AI편집

AI 지우개

사진 리마스터

인텔리전트 파일 쉐어

선명도 개선부터 모니터 촬영 시 물결무늬도 제거해주는 사진 리마스터
잘 나왔지만 살짝 흔들려 어딘가 아쉬웠던 사진을 사진 리마스터에 맡겨보세요.
흔들리거나 해상도가 낮은 사진의 선명도 개선은 물론
TV나 모니터 촬영 시 찍히는 물결무늬까지 제거해주는
사진 리마스터로 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세요.

어두운 사진을 밝게

흐린 사진을 선명하게

흔들린 사진을 명확하게

옛날 사진도 새로 찍은 것처럼 또렷하게

모니터의 물결무늬도 제거
AI가 알아서 사진의 해상도, 밝기, 색감, 선명도, 역광, 흔들림을 분석하여 보정합니다.

오래전에 찍은 사진도 선명하게

TV나 모니터 촬영 시 물결무늬 패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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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크

더 쉽고 똑똑해진

AI편집

AI 지우개

사진 리마스터

인텔리전트 파일 쉐어

AI에 기반한 보정으로 더욱 쉽고 편리한 인텔리전트 파일 쉐어
친구에게 사진을 공유할 때, 보내기 직전에 빠르게 수정해서 보내세요.
AI가 상황에 꼭 맞는 보정 효과를 추천해주어 빠르고 쉽게 최적의 사진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기울기, 회전, 크롭은 물론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정까지 가능합니다.

※ 사진에 따라 보정 기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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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토크

플러스 토크

기타 토크

울트라를 더욱 완벽하게 하는

내장 S펜

내장 S펜

똑똑한 기능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노트시리즈의 내장 S펜이
로 돌아왔습니다.
내장형으로 휴대성을 높였고, 더욱 개선된 응답속도로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욱 편리해진 스마트 기능까지 경험해보세요.

간편한 휴대성
당겨서 빼기만 하면 쉽게 사용 가능

3배 개선된 펜 응답 시간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필기 가능
※ Note20 Ultra S펜과 비교시

체험 방법

① 삼성 노트에서
새 노트 작성 실행

② S펜으로 선을 그려
반응 속도 보여주기

20

스토리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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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토크

기타 토크

울트라를 더욱 완벽하게 하는

내장 S펜

내장 S펜

똑똑한 기능

S펜 만의 편리하고 똑똑한 기능
S펜으로 텍스트 입력하기
키보드로 일일히 입력하지 말고 S펜으로 빠르게 손글씨를
적어보세요. S펜으로 쓴 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니까
장문의 답장을 쓰거나, 주소창에 긴 URL을 적을 때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 있어요.
※ 일부 앱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
3가지 설정 방법 중 편하신 한 가지로 선택해 설정해 주세요.
방법 1
방법 2
방법 3

설정 ▶ 유용한 기능 ▶ S펜 ▶ ‘S펜으로 텍스트 입력하기’ 활성화하기
S펜 측면 버튼 클릭 ▶ 좌측 하단 설정
▶ ‘S펜으로 텍스트 입력하기’ 활성화하기
설정 ▶ 일반 ▶ 기본 키보드 및 추가 키보드 설정 ▶ 삼성 키보드 ▶ ‘S펜으로 텍스트 입력하기’ 활성화하기

삼성 노트 “바로 가져오기”
웹 서핑중필요한 내용을 바로 삼성 노트에 스크랩하세요.
인터넷창을 띄운 상태에서 S펜 버튼을 누른채로 두번탭하면 삼성 노트가 실행되고,
하단 메뉴에서 전체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웹 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삼성 노트에 스크랩됩니다.

21

체험 방법

※ 삼성 인터넷, 갤러리, 메시지 앱에 한하여 삼성 노트로 바로 가져오기 기능을 지원합니다.

① S펜 버튼을 누른 채로
화면 두번 클릭

② 팝업으로 뜬 삼성 노트
하단의 전체 페이지 클릭

③ 보고 있던 웹 페이지가
삼성 노트에 그대로
스크랩된 내용 확인하고, 메모까지!

스토리 토크

핵심 토크

플러스 토크

기타 토크

압도적인 파워 퍼포먼스
4nm AP

배터리

아몰레드 2X

내구성

갤럭시 사상 가장 빠른 4nm AP
갤럭시 사상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성능의 4nm AP 적용으로
최상의 모바일 라이프가 펼쳐집니다.
최신의 고성능 AP로 고품질의 콘텐츠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Snapdragon® 8 Gen 1
CPU

5

%

※ Galaxy S21 Ultra의 AP 성능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실제 성능은
실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GPU

30

%

NPU

73

%

4nm AP로 더 좋아진 기능

장면 분석

향상된 VDIS

더 디테일하고
사실적인 동영상

스마트폰의 움직임을
더 빠르게 예측
※ VDIS : 비디오 디지털 이미지
떨림 방지 기능

가변 픽셀
적용 시스템

피사체
움직임 분석

디테일 및
밝기 극대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에 초점 맞추기

향상된
AI ISP

소비 전력 최적화
사용 시간 효율화

사진의 Noise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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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크

압도적인 파워 퍼포먼스
4nm AP

배터리

아몰레드 2X

내구성

초고속 충전과 대용량 배터리
Galaxy S22 Ultra와 Galaxy S22+는
넉넉한 대용량 배터리와 45 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Galaxy S22는 25 W 초고속 충전 지원)

또한 갤럭시 사상 가장 강력한 4nm AP를 적용하여 소비 전력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초고속 충전으로

오래 가는 배터리

4nm AP로

소비 전력 최적화
대용량 배터리
Galaxy S22 Ultra 5,000 mAh
4,500 mAh
Galaxy S22+
3,700 mAh
Galaxy S22

45 W 초고속 충전*
※ S22는 25 W 고속 충전만 지원
S22 Ultra ㅣ S22+ 45 W 고속 충전으로 10분간 충전 시

약 50분 동안 동영상 촬영 가능
약 70분 동안 영상 통화 가능
약 3시간 40분 동안 영상 시청 가능
※ 자사 실험치입니다. 충전 후 사용 시간과 충전 속도는
실제 사용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사 실험치입니다. 충전 후 사용 시간과 충전 속도는 실제 사용 패턴과 환경,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충전기는 인박스 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 구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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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파워 퍼포먼스
4nm AP

배터리

아몰레드 2X

내구성

야외에서도 밝고 잘 보이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햇빛 아래에서도 더 밝게, 역대 가장 밝은 디스플레이를 경험해보세요.

Galaxy S22 Ultra와 Galaxy S22+는 최고 밝기가 1,750 nit에 달하고,
Vision Booster를 적용하여 야외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콘텐츠에 따라 주사율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120 Hz 디스플레이로
더욱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터치 반응 속도까지 최상의 디스플레이를 만나보세요.

다이내믹 아몰레드 2X로
최고의 야외 가시성 실현

1750 nit의 최대 밝기*
인텔리전트 알고리즘인 Vision Booster 적용하여
선명한 채도와 뚜렷한 명암 제공
※ Galaxy S22 Ultra l S22+ : 1,750nit, Galaxy S22 : 1,300nit

콘텐츠에 따라 최적의 주사율을 맞춰주는

어댑티브 120 Hz 디스플레이

※ Galaxy S22+ l S22 10~120 Hz
Galaxy S22 Ultra 1~120 Hz 지원
※S22 시리즈는 DCI-P3 색 영역 내 모바일 컬러 볼륨 100 % 및 최대 밝기에 대해 독일 인증 기관 VDE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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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파워 퍼포먼스
4nm AP

배터리

아몰레드 2X

내구성

Gorilla Glass Vitus+와 아머 알루미늄으로 더욱 강력해진 내구성
갤럭시 사상 가장 튼튼하고 강력한 알루미늄과 글라스를 적용해
보다 견고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아머 알루미늄은 프레임의 내구성을 높였고,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적용한 디스플레이는
스크레치는 물론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
m
or

알
루
미
늄

더 강력하고 더 튼튼한

Gorilla Glass Victus+

※ Galaxy S21 시리즈와 비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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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Eco - 더욱 편안한 사용성의 One UI 4
시각적인 편안함, 조작의 편안함은 물론
나만의 폰을 꾸미는 경험, 감정을 표현하는 경험까지 하실 수 있어요.
갤럭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 워치 등 갤럭시의 다양한 기기간
일관된 One UI 적용으로 어떤 기기에서도 친숙한 사용성을 경험하실 수 있죠.
에도 새롭게 선보이는 One UI 4가 적용됩니다.
사용자 중심의 편안한 디자인과 커스텀 기능을 제공하여
를 나만의 방식으로 더욱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갤럭시 기기 간 일관된 사용성
‧ 갤럭시 기기에서 일관성 사용 경험 제공
‧ 갤럭시 디바이스를 함께 사용 할 때
더 완성되는 경험

② 개인 정보 보호 기능 강화
‧ 카메라/마이크 사용 여부를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제어
‧ 정확한 위치 정보 사용 여부 선택 및
권한 사용 내역 확인

③ 새로운 사용자 커스텀 기능 제공
‧ 컬러 팔레트 : 월페이퍼 컬러에 맞춰 전체 UI컬러를 변경
‧ 이모지 페어 : 감정과 느낌을 더욱 풍부하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삼성키보드
‧ 위젯 : 3rd Party App까지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한 위젯으로 홈화면을 더 예쁘게 꾸미기
※ One UI 4 이상에서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실제 UX, UI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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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Eco - 더욱 편안한 사용성의 One UI 4
① 일관된 사용성

갤럭시 기기에서 일관된 사용성

갤럭시 기기에서 일관성 사용 경험 제공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까지 갤럭시라면 모두 동일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이콘과 텍스트 등 화면 구성과 기능별 사용 시나리오를 통일성 있게 구성하여
보다 편리하고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ne UI

One UI Tab

One UI Book
One UI Watch

갤럭시 디바이스를 함께 사용 할 때 더 완성되는 경험
스마트폰에서 시작한 작업을 태블릿이나 PC에서 이어서 작업하거나,
기기간 연동을 통해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효율과 몰입도를 높여주는 갤럭시 기기간 연결성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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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Eco - 더욱 편안한 사용성의 One UI 4
② 개인정보

더욱 강력해진 개인정보 보호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한눈에 보기 쉽고 관리하기도 편해진 ‘개인정보 보호’ 메뉴에서
카메라, 마이크, 위치 권한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카메라/마이크 사용 여부를 한눈에 확인, 간편하게 제어
카메라 사용 중
마이크 사용 중

특정 앱에서 카메라나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좌측 상단에 초록점으로 표시됩니다.
퀵 패널에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떤 앱에서 지금 카메라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퀵 패널
버튼 편집으로
퀵 패널에 미리
넣어놓으면
편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 중일 때
녹색 LED 표시

퀵 패널을 내려
클릭하면
사용 여부 표시

정확한 위치 정보 사용 여부 선택 및 권한 사용 내역 확인
위치 정보도 중요한 개인 정보 중에 하나죠.
정확한 위치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앱이라면
대략적인 위치만 공유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에서 ‘위치’ 메뉴를 통해
앱별로 정확한 위치를 사용할 지,
대략적인 위치만 사용할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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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Eco - 더욱 편안한 사용성의 One UI 4
③ 커스터마이징

배경 화면에 맞춰 어울리는 색상을 추천하는 컬러팔레트

내가 설정한 배경화면에서 최상의 컬러를 추출해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조합을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컬러 팔레트에서 추천하는 추천컬러를 선택하면 손쉽게 나만의 특별한 UI가 완성됩니다.

월페이퍼에서
4개의 최상의
컬러 조합을 추출

사용자가 선택한
컬러조합으로
전반적인 UI 및
기본 앱까지 컬러 변경

나만의 특별한 UI

설정 방법

① 설정 ▶
배경화면 및 스타일 선택

29

② 컬러 팔레트 선택

③ 컬러 팔레트의
추천 컬러 선택

스토리 토크

핵심 토크

플러스 토크

기타 토크

갤럭시 Eco - 더욱 편안한 사용성의 One UI 4
③ 커스터마이징

나만의 감정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모지 페어

하나의 이모티콘으로는 지금의 상황과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이제 두 개의 이모티콘을 조합하고,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이모티콘으로 나의 감정과 느낌을 더욱 풍부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나만의 감정을
스티커로 전달
진입버튼을 하나로 통일

One UI 3

③ 커스터마이징

One UI 4

더욱 깔끔해진 위젯 디자인

이제 위젯을 세로로 스크롤하며 한눈에 확인하세요.
상단에는 자주 사용하는 앱의 위젯을 추천해줘서 편리합니다.
더 예뻐진 위젯으로 홈화면을 더욱 멋지게 꾸며보세요.
설정 방법
빈 화면
꾹
누르기

자주 사용하는
위젯 추천
위젯
선택
위젯 리스트
세로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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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Eco - 갤럭시 기기 간 연결성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을 연동하면 작업 효율과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갤럭시 디바이스를 함께 사용하여 보다 편리한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태블릿 ↔ 폰

드로잉하면서 컬러를 바꿀 때, 일일이 팔레트 메뉴를 찾아
컬러를 바꿔야 해서 작업하기 불편하셨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연동하여 Clip Studio Paint 앱을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하얀 캔버스에 직접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사진이나 밑그림을 불러오기를 하여 취향에 맞게 채색도 하실 수 있어요.
태블릿은 캔버스가 되고, Galaxy S22 Ultra & S펜은
팔레트와 붓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 드로잉 전문가가 된 기분을 느낄수 있어요.

Companion 모드 실행 전

Companion 모드 실행 후

※ Clip Studio Paint는 안드로이드9 이상 갤럭시 탭,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갤럭시 탭 S8 시리즈에 선탑재되어 있는
Clip Studio Paint 앱을 실행한 후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해야 합니다. 갤럭시 탭에 탑재된 Clip Studio Paint 앱의 QR코드 인식을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갤럭시 탭 S8 시리즈와 갤럭시 S22 Ultra의 S펜은 서로 쓰기 기능에 한하여 호환됩니다.
※ 갤럭시 탭과 갤럭시 스마트폰은 동일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Clip Studio Paint 유료 서비스 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시 최초 사용자에게는 EX 버전 6개월 무료 체험이 제공됩니다.

체험 방법

① Tab S8의 갤럭시 픽스
폴더에서 Clip Studio Paint 앱
실행 > 스마트폰 접속메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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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펜으로 Tab S8과
S22 Ultra를 같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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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Eco - 갤럭시 기기 간 연결성
워치4 - 헬스 케어
갤럭시 워치4로 체성분을 측정해보세요.
체지방량부터 골격근량, 체수분 등을 알아볼 수 있죠.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하루의 신체 활동을 확인해보세요.
오늘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확인하고, 걸음 수를 세고,
GPS를 통해 위치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수면 유형을 분석해주고 코칭해주어
나의 수면의 질을 파악하고 관리해줍니다.

폰 ↔ 워치

손목 위에서
간단히 체크하는
체성분 분석

수면 중 코골이 &
혈중 산소 체크

스마트폰에서 더욱 상세한 분석과
누적 데이터 확인 및 관리

체험 방법

① 워치 착용

② 체성분 측정 버튼 클릭

③ 스마트폰 삼성 헬스 앱으로
상세내역 확인

※ 이식형 심장박동기와 같은 전자기기가 신체에 이식되어 있을 경우, 체성분을 측정하지 마세요. ※ 임산부는 체성분을 측정하지 마세요.
※ 만 20세 미만인 경우 체성분 측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갤럭시 워치4의 수면 관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의
페어링이 필요합니다. ※ 코골이 감지 및 녹음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평평한 표면에 놓고 스마트폰의 아래쪽이 사용자의
머리 쪽을 향하도록 하세요. ※ 코골이 감지 기능의 기본 설정은 꺼져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 삼성 헬스 앱(6.18 버전 이상)에서
설정이 필요합니다. ※ 측정된 값은 피트니스와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것을 권장합니다. ※ 갤럭시 워치4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측정된 값은 개인 참조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갤럭시 워치4 시리즈는 Android 6.0 이상,
RAM1.5 GB 이상의 스마트폰과 호환되며, 모바일 삼성 헬스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ndroid 8.0 이상의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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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Eco - 갤럭시 기기 간 연결성
버즈 오토 스위칭

폰 ↔ 워치&버즈

버즈,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등 사용하는 기기를 변경할 때마다
무선 이어폰을 매번 새롭게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즈의 오토 스위치 기능을 사용하면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재 사용하는 갤럭기 기기로 연결되어 무척 편리해요.
음악도 영화도 끊김없이 자동 연결
태블릿으로 영화 감상 중에
전화가 걸려오면 통화 버튼만 누르세요.
갤럭시 버즈가 자동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통화가 끝나면 다시 태블릿과 연결해줍니다.

갤럭시 워치로 음악 재생
스마트폰에서 듣고 있는 음악을
갤럭시 워치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뮤직 앱에서 간단한 터치만으로 손쉽게
다음 곡 재생, 일시 정지 등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체험 방법

Wear
① Galaxy Wearable 앱 실행

② 유용한 기능 선택

③ 이어버드 끊김 없이 전환하기
활성화

※ 동일한 삼성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One UI 3.1 버전 이상 갤럭시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갤럭시 버즈+,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버즈 프로, 갤럭시 버즈2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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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Eco - 갤럭시 기기 간 연결성
윈도우즈와 연결

폰

↔

태블릿
or
PC

PC로 작업하는 동안 스마트폰 알림이 오면 따로 폰으로 확인하느라
집중이 잘 안되고 불편하셨죠?
업무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알림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스마트폰과 윈도우를 연결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오는 전화, 문자 등
스마트폰의 주요 알림을
작업 중인 PC로 확인

즐겨 찾는 SNS등
스마트폰에서 쓰던 앱을
PC에 별도 설치 없이 그대로 사용

체험 방법

① 스마트폰 상단 메뉴에서
[Windows와 연결] 선택

② PC 시작 메뉴에서
[사용자 휴대폰] 선택

③ PC 화면에 [메세지, 전화,
갤러리, 인스타그램] 앱 실행

※ Windows10 2004 이상 버전의 PC에서 사용 권장합니다.
※ 폰과 PC는 동일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하며, 동일한 MS 계정 로그인되어 있어야합니다.
※ 최초 로그인 후에는 연동된 PC에서 추가 로그인 절차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 일부 앱은 PC에서 앱 실행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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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Eco - 갤럭시 기기 간 연결성
퀵 쉐어

폰

↔

태블릿
or
PC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공유할 때, 그 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개인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고 다운받는 번거로움 없이,
갤럭시 기기 간에 파일 이동이 자유로운 퀵 쉐어를 이용해보세요.
갤럭시북과 스마트폰, 태블릿을 쓰고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퀵 쉐어로 파일을 공유 할 수 있습니다.
Wi-Fi 6E를 지원하는 Galaxy S22 Ultra와 Galaxy S22+는
Wi-Fi 6보다 약 2배 빠른 속도로 퀵 쉐어 전송이 가능합니다.
유선 케이블이나 USB등이 필요없이
무선으로 쉽고 간편하게 전송

인터넷 연결을 하지 않아도
자유롭고 빠르게 파일 공유

체험 방법

스마트폰
사용법

① 갤러리에서 원하는 사진
공유 버튼 클릭

② 공유 탭에서 퀵 쉐어 선택

③ 주변 갤럭시 기기에
바로 공유하거나
링크 공유 선택

※ 최대 전송가능 인원은 수/발신 기기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주변 기기로의 공유는 안드로이드 10 이상, One UI 2.1 이상의갤럭시 스마트
폰과 갤럭시 태블릿에서 사용 가능하며, 갤럭시 북 시리즈는 2020년 이후 출시된 모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링크 공유는 갤럭시 기기 외 사용
자에게도 가능합니다. 링크 공유는 1일 5 GB, 1회 3 GB까지 발송 가능하며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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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Eco - 갤럭시 기기 간 연결성
스마트 뷰와 앱 캐스트

폰 ↔

스마트TV
or
스마트
모니터

스마트폰의 영상을 큰 TV 화면에 미러링해서 볼때가 많죠?
이번에 새로 지원하는 앱 캐스트 기능을 사용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영상을 TV에 공유하고,
내 폰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앱 캐스트를 통해 TV로 영상을 보면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중요한 문자에도
바로바로 확인하고 답할 수 있어요.

※ Miracast를 지원하는 스마트 TV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mart View> 설정 > 실험실 > 모든 APP 캐스트 허용으로 설정시,
모든 앱을 TV에 앱 캐스트할 수 있으나 일부 앱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험 방법

① S22의 퀵패널에서
스마트 뷰 실행

② 원하는
TV 선택

③ 휴대폰의 스마트 뷰
안내창에서 App Cast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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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Eco - 갤럭시 기기 간 연결성
노트 싱크

폰

↔

태블릿
or
PC

스마트폰에서 작성한 삼성 노트를 PC와 태블릿에서 이어서 써보세요.
동일한 삼성계정으로 연결하면
삼성 노트가 모두 동기화되어 바로 이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작성한 내용을 태블릿에서 확인하고 바로 이어서 작업할수 있죠.

스마트폰에 정리한 노트를
PC와 태블릿에서
재확인 및 편집,
간편한 주제별 폴더정리까지!

음성메모까지 텍스트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필기가 어려울때 중요한 내용을 녹음하여
쉽고 편리하게 텍스트로 정리

체험 방법

① 스마트폰 삼성 노트
실행 후 펜으로 그림 그리기

② PC에서 동기화된
내용 확인 후 추가 메모

※ 네트워크 또는 Wi-Fi 연결이 필요하며, 모든 기기는 동일한 삼성 계정에 로그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기화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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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Eco - 갤럭시 기기 간 연결성
스마트싱즈

폰 ↔ 태블릿 or PC or 워치
or 가전(TV/세탁기 등)

스마트싱즈 앱의 파인드 기능을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북, 태블릿, 웨어러블까지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또한 집 안의 에어컨, 냉장고, 큐커 등의 가전도
손쉽고 빠르게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스마트 TV를 스마트 싱즈에 등록해 놓으면
리모콘 대신 스마트폰으로 TV를 제어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키보드 입력도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디바이스 간편 찾기

실행(메뉴)
스마트싱즈

스마트싱즈
파인드 실행

SmartThings 앱을 통해
에어컨, 공청기, 세탁기등의
가전 원격제어
실행(메뉴)
스마트싱즈

연결 기기 제어

체험 방법

① 스마트싱즈 앱 실행
② 하단 메뉴 라이프 클릭> 스마트싱즈 파인드 선택 >
연동된 기기 위치 확인
③ 하단 메뉴 기기 클릭 > + 추가 버튼 클릭 >
주변에 있는 기기를 등록 후 원격 제어 실행
※ SmartThings는 안드로이드 8 이상, RAM 3 GB 이상 갤럭시 기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는 SmartThings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을 통해 TV에 키보드 입력하기 기능은 22년 출시된 삼성 스마트TV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TV는
추후 지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 SmartThings Find는 Android 8.0 이상 갤럭시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갤럭시 워치3, 워치4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라이브, 버즈2, 버즈 프로에서 제공됩니다. ※ SmartThings Find를 이용해 갤럭시 워치와 버즈를 찾으려면 Galaxy Wearable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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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Eco - 갤럭시 기기 간 연결성
구글 듀오

폰 ↔

태블릿
or
스마트TV

영상 통화나 화상 미팅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
갤럭시에서만 제공되는 구글 듀오 기능을 통해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즐겨보세요
친구들, 가족들과 영상통화로 미뤄뒀던 이야기를 나누거나
고화질 스트리밍으로 일상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TV에 연결하면, 더 큰 화면에서 다같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라이브 쉐어링
기존의 화면 공유 기능이 라이브 쉐어링으로
더욱 편리하게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영상 통화에 참여한 친구들에게
내 폰 화면을 손 쉽게 공유해보세요.
유튜브, 구글 맵, 삼성 갤러리, 삼성 노트와 같은
앱은 숏컷 메뉴를 통해 한번의 클릭으로
빠르게 진입하여 공유할 수 있어요.

고화질 영상과 다양한 배경 효과 제공
1:1 통화시에는 FHD, 1:3 통화시에는
최대 QHD 화질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배경 효과를 적용하면
더 재밌고 즐거운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자동 프레이밍
영상 통화 중 자동 프레이밍 기능을 사용하면
알아서 화각을 변경해줍니다.
가벼운 움직임이 있어도 언제나 내 얼굴을
중앙으로 고정해줘 편리합니다.

※ Google Duo는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 라이브 쉐어링 호스팅 기능은 S22 시리즈와 Tab S8 시리즈에서 사용 가능하며, 추후 안드로이드 12 이상 갤럭시 기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라이브 쉐어링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신 Duo 앱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 한 번에 최대 32명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품질은 참가자 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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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만의 기능
삼성 월렛

론칭 예정

삼성 페이, 삼성 패스가 통합되어 삼성 월렛으로 새롭게 론칭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신용카드, 멤버십, 디지털 키 기능에 새로운 아이템까지 추가되어 더욱 유용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삼성 월렛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 가능하세요.

지갑 속 다양한 아이템을 안전하게 저장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학생증, 항공권, 각종 티켓과 디지털 키, 가상 자산까지 다양한 항목을
삼성 월렛에서 한번에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Knox Vault와 보안 칩을 적용하여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ay

Pass
전자 신분증

키

가상 자산

티켓

Boarding Pass

Ticket

Payment

Car Key

Home Key

Digital Assets

빠르게 실행하고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홈화면에서 스와이프 업을 통해 빠르게 실행하고, 지문 인식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인증하세요. 급하고 바쁜 일상 중, 일일이 앱을 실행하고 정보를 찾을 필요없이
삼성월렛에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삼성 월렛은 22년 4월 론칭예정입니다. 삼성 월렛 내 서비스는 22년내 순차적으로 오픈될 예정으로 상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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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alaxy S22 매장 체험 가이드
제품의 가치를 더 높이는 방법!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을 통해 Galaxy S22의 차별화된 제품 특장점을 경험하게 하고,
제품의 가치를 더 높여주세요.
■ 체험 테이블 소개
S22 시리즈의 체험 테이블은 S22에서 자랑하는 기능 중심의 CXP 체험 테이블과,
S22 중심의 연결성 체험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험 테이블을 편하게 둘러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주세요.
라인업 및 CXP 체험존
AI 편집

나이토그래피

S펜 스크랩
S펜 일정반영

AI 체험 KIT

100배줌 체험
Expert Raw

One UI4 KIT

Full line up

S22 Series의 다양한 컬러 진열

S22 중심의 연결성 체험존

클립 스튜디오

Windows 연결 /
퀵 쉐어

키 메시지

Health Care /
뮤직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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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View (앱 캐스트)

부록

Galaxy S22 매장 체험 가이드
■ 라인업존
1

Full line up 소개
이번 신제품 S22시리즈와 갤럭시 Z Fold 3와 Z Filp 3를 포함한 총 5종이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이곳에서는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의 풀 라인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S22 Series의 다양한 컬러 진열
S22시리즈의 다양한 컬러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지문이 묻지 않는 매트한 질감의 헤이즈 마감을 하여 더욱 돋보이는 프리미엄 컬러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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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 S22 매장 체험 가이드
■ CXP 체험존_체험킷1
이곳에서는 S22 시리즈에
새롭게 적용된 기능들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S22시리즈는
어떤 놀라운 기능들이 있을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1

나이토그래피
어두운 야간에는 빛을 많이 흡수해야 사진이 밝고 선명하게 찍히는데요,
S22의 초고해상도 카메라는 기존보다 더 큰 픽셀이 적용되어 더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역광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고,
ISO 기능이 향상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야간촬영이 어둡기 때문에 이곳에 준비 된 체험하기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S22 체험하기
App 실행
2

카메라
선택

나이토그래피
카메라 체험

AI 편집(사진 리마스터/AI지우개)
사진이 너무 잘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이나 보기 싫게 걸린 배경 때문에 아쉬웠던 사진 있으시죠?
S22는 인물이나 사물을 선택해서 지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림자와 빛 반사체도 지울 수 있습니다.
또 해상도가 낮은 사진의 선명도 개선은 물론 TV나 모니터 촬영 시 찍히는 물결무늬도 제거해주어
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죠. 체험킷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오래된 사진을 복원하는 사진 리마스터와, 그림자까지 지워는 AI지우개 기능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오래된 사진을 복원하는 사진 리마스터

그림자까지 지워주는 AI 지우개

1

S22로 좌측 사진을
전체가 들어오도록 촬영

1

좌측의 매뉴판을
그림자 만들어 촬영

2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하단메뉴의 더보기 선택

2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편집) 클릭

3

사진 리마스터 클릭 후
결과 확인

3

더보기 선택 후
AI 지우개 클릭

4

그림자 지우기 클릭 후
제거된 결과 확인

* 사용환경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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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XP 체험존_체험킷2

3

내장 S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내장 S펜이 S22 Ultra로 돌아왔습니다.
S펜으로 할 수 있는 똑똑하고 편리한 기능들 중에서
빠르게 체험하실 수 있는 두가지 기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펜으로 빠르게 웹페이지 스크랩

S펜 클릭 한번으로 간편한 일정 반영

웹 서핑 중 필요한 내용을
바로 삼성 노트에
스크랩하고 메모하세요.

S22 Ultra의 S펜으로
스마트한 일정 관리를
해보세요.

1. S펜 버튼을 누른채로
화면 두번 클릭
2. 팝업으로 뜬 삼성노트 하단의
전체페이지 클릭
3. 보고 있던 웹페이지 스크랩 된
내용 확인하고 메모까지!

1. 받은 문자 밑줄을
그어 일정 추가
클릭하면 캘린더
자동실행
2. 자동 반영된 일정에
S펜으로 스케줄 입력

웹서핑 중 중요한 내용, 다시 보고 싶은 내용을
삼성노트에 바로 바로 스크랩하고
메모도 해보세요. 나만의 스크랩 노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일정추가도 S펜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반영됩니다.
키보드로 일일이 입력하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일정 관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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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고해상도 카메라
100배 줌에서도 선명한 스페이스 줌
S22 Ultra 카메라로
매장에 있는 과녁을 당겨
숨은 글씨를 확인해 보세요.
1. 카메라 실행
2. 손가락으로 100배 줌을 당겨
매장의 과녁 촬영
3. 갤러리 실행 및
숨은 글씨 확인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최대100배까지 섬세하게
디테일을 포착합니다.
매장에 부착된 과녁을 당겨
촬영하고, 그 안의 숨은 글씨를
확인해 보세요.

전문가처럼 촬영하고 편집하는 Expert RAW
가공되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RAW로 촬영하고
원하는 느낌으로
편집&보정해 보세요.
1. Expert Raw 실행 후 촬영
2. 갤러리 실행하기
3. Adobe lightroom for
Samsung 실행 및 자유롭게 편집

Expert Raw 기능은 가공되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Raw파일로 촬영하고
원하는 느낌으로 편집과 보정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처럼 찍고 원하는
느낌으로 보정하여
나만의 사진을 만들어보세요.

* Adobe Lightroom의 일부 기능은 유료임

5

One UI 4
One UI 4는 사용자 중심의 편안한 디자인과 커스텀 기능을 제공하여 갤럭시를 나만의 방식으로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S22에서 나만의 특별한 UI를 제작하고, 나만의 이모티콘도 만들어 보세요.
One UI 4는 개인정보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커스텀 기능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One UI 4
1

컬러팔레트로
나만의 특별한
UI 제작
① 휴대폰 ‘설정’ 진입
② 배경화면 및
스타일
③ 컬러 팔레트
클릭하여 나만의
특별한 UI를 제작

2

3

나만의 감정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는 이모지 페어

더욱 강력해진
개인 정보 보호

두개의 이모티콘을 조합하고,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세요.
요..
① 문자 메시지에서 키보드 위의
의
스마일 아이콘 클릭

① 카메라 앱 실행

② +표시를 원하는 두개의
스티커를 조합 후
애니메이션 클릭
③ 다양한 애니메이션 중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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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측 상단
아이콘 클릭

예시)

③ 위의 스크롤바를
내려 현재 어떤
앱에서 적용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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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성 체험존
이곳은 S22 중심의 연결성 체험존 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을 연동하면
작업 효율과 몰입도를 높이고 보다 편리한 일상이 됩니다. 연결성 체험존에서 그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
1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Companion 모드 실행 전

Companion 모드 실행 후

S22 Ultra와 Tab S8의 클립 스튜디오를 실행해
태블릿은 캔버스, 스마트폰은 팔레트로 보다 쉽고 편하게
드로잉 해보세요
※ 갤럭시 태블릿에 선탑재되어 있는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앱을 통해 휴대폰과 연결 필요
※ 태블릿과 S22 Ultra의 S펜은 서로 쓰기 기능 호환 가능
※ S22 l S22+ 는 S펜 미지원으로 손가락으로 컬러 추출 가능
※ 갤럭시 탭은 선탑된 앱으로 실행하면 EX 버전 6개월 무료
※ 갤럭시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9 이상 기기에서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으면
EX버전 6개월 무료

드로잉하면서 컬러를 바꿀 때, 일일이 팔레트 메뉴를 찾아 컬러를 바꿔야 해서 번거로우셨죠?
이제, Tab S8은 캔버스로, S22는 팔레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체험해 편리함을 느껴보세요.
2

헬스 케어/뮤직컨트롤

스마트폰에서 더욱 상세한 분석과 누적 데이터 확인 및 관리

체성분, 수면 분석까지 손목 위에서
간편하게 관리해 보세요

워치4에서 간편하게 컨트롤해
버즈2의 고품질 사운드를 감상해 보세요

S22와 갤럭시 웨어러블을 연동해도 무척 편리한데요, 워치4로 체성분 체크과 수면 분석도 하실 수 있고
워치4로 음악을 컨트롤하여 버즈2의 고품질 사운드도 들을 수 있답니다.
46

부록

Galaxy S22 매장 체험 가이드
3

Windows와 연결/Quick Share
Quick Share

Share

PC, 스마트폰, 탭 등
갤럭시 기기간
자유로운 파일이동

용량, 개수
제한 없이
한번에 공유
PC에서도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

인터넷 연결 없이도
고용량 데이터 공유

PC에서 전화 걸고 받고,
문자를 바로 확인하고
답장까지 간편하게

※ Windows10 업데이트된 PC에서만 지원됩니다 ※ 폰과 PC는 동일 AP에 연결되어 있어
야 하며, MS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최초 로그인 후에는 연동된 PC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바로 사용 가능 합니다 ※ 앱 실행 기능은 앱 사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전송가능 인원은 수/발신 기기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주변 기기로의 공유는
안드로이드 10 이상, One UI 2.1 이상의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태블릿에서 사용 가능하며,
갤럭시 북 시리즈는 2020년 이후 출시된 모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링크 공유는 갤럭시
기기 외 사용자에게도 가능합니다 링크 공유는 1일 5 GB, 1회 3 GB까지 발송 가능하며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업중인 PC에서 전화/문자/스마트폰 전용 앱까지 바로 바로 확인하고, 답장도 간편하게 해보세요.
퀵 쉐어를 이용하면 PC/스마트폰/탭 등 갤럭시 기기간파일 이동을 자유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4

Smart View (스마트 모니터, 스마트 TV)
S22와 스마트 모니터를 연결해 유튜브 영상을
미러링 해서 보고, S22는 인터넷 서핑 등
자유롭게 사용해 보세요
※ 지원되는 앱 : YouTube, Netﬂix, Twich, Google Play 영화 및 TV, 삼성 인터넷, 삼성 헬스
※ 스마트뷰는 미라캐스트를 지원하는 TV에 한해 지원

S22와 스마트 모니터를 연결하면 유튜브 영상을
미러링 해서 함께 보고, S22는 인터넷 서핑 등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시지 등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어 더욱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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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기본적인 실리콘/클리어/레더 커버는 물론
교체 가능한 패션 스트랩의 실리콘 커버까지 보다 개성있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S22 Ultra 액세서리
실리콘 커버 with 스트랩
교체 가능한 패션 스트랩의 실리콘 커버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
교체 가능한 킥스탠드를 포함한 커버

네이비/화이트

네이비/화이트

실리콘 커버

클리어 커버

클리어 스탠딩 커버

레더 커버

블랙/버건디/올리브 그린/라벤더

투명

투명

블랙/버건디/라이트 그레이

스마트 클리어 뷰 커버

블랙/버건디/화이트

스마트 LED 뷰 커버

스크린 프로텍터

S펜

블랙/라이트 그레이

투명

블랙/그린/다크레드/화이트

※ 액세서리는 별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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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2 I S22+ 액세서리
실리콘 커버 with 스트랩
교체가능한 패션 스트랩의
실리콘 커버

프레임 커버
교체 가능한 플레이트를
포함한 커버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
교체 가능한 킥스탠드를
포함한 커버

네이비/화이트

네이비/투명/화이트

네이비/라벤더/화이트

실리콘 커버

클리어 커버

클리어 스탠딩 커버

레더 커버

블랙/다크 그린/
스카이블루/코랄/ 옐로우

투명

투명

블랙/버건디/라이트 그레이

스마트 클리어 뷰 커버

스마트 LED 뷰 커버

스크린 프로텍터

블랙/버건디/화이트

블랙/라이트 그레이

투명

※ 액세서리는 별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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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충전기
35 W 듀얼 포트 충전기
(케이블 미포함)

65 W 트리오 포트 충전기
(케이블 미포함)

블랙

블랙

무선충전 차량 거치대
(USB A to C 케이블 포함)

45 W PD 충전기

블랙

블랙

15 W 초고속 무선 충전 솔로

15 W 초고속 무선 충전 듀오

블랙/화이트

블랙/화이트

※ 액세서리는 별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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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사전 구매 혜택
혜택 01

15만원, 10만원 쿠폰 제공

혜택 02

파손 보장형1년권
복잡한 청구 과정 없는 삼성전자 케어서비스

구매 고객

구매 고객

15 만원

10 만원

Galaxy S22 Series 고객 공통 대상

파손보상
2회

수리비 즉시 할인
별도 청구 절차 없이
할인된 금액으로 혜택 적용

방문수리
3회

15만원, 10만원 쿠폰으로 구매 가능한 상품 예시
※ 선택한 사은품 조합이 쿠폰 금액보다 클 시 추가 결제가 필요합니다.

커버 럭키박스 (정품 커버 1종 + 럭키 아이템 1종)
기본 구성 상품 정품 커버 3종 중 택1

or

실리콘 커버
With 스트랩

프레임 커버
+ 커스텀 스킨

10만원 쿠폰으로
추가 결제없이
구매 가능

15만원 쿠폰으로
추가 결제없이
구매 가능

Galaxy Tab S8

15W 무선충전듀오

The Freestyle

큐브 공기청정기

아래 상품 중 1종 랜덤 발송

Galaxy Watch4
Classic 46mm 비스포크

Galaxy
Buds Live

Galaxy
Buds2

Galaxy Fit2

PD 배터리팩
10,000 mAh

15W 무선충전솔로

25W PD 충전기

콜라보 액세서리
랜덤1종

갤럭시
스마트태그

Galaxy Buds Pro

or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
+ 킥스탠드

럭키 아이템

Galaxy Buds Live

한정
수량

큐브 냉장고

- 럭키박스는 재고 소진 시 운영이 종료됩니다.
- 럭키박스의 포장을 개봉하였을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기간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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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니터

이벤트몰에서 더 다양한 상품을 만나보세요!

사전 예약 기간

2022년 2월 14일 ~ 2022년 2월 21일

혜택 신청 기간

2022년 2월 14일 ~ 2022년 3월 10일

예약자 개통 기간

2022년 2월 22일 ~ 2022년 2월 25일

쿠폰 사용 기간

2022년 2월 22일 ~ 2022년 3월 31일

예약 기간 동안 예약 및 사은품 신청 후 사전 개통 기간 내 구매·개통한 고객
앱 혜택 접속 ▶ 사전 예약 혜택 신청 ▶ 개통 검증 완료 알림 톡 수신
▶

앱 혜택 접속 ▶ 15만원, 10만원 쿠폰 사용 및 상품 결제

부록

프로모션
일반 구매 고객 혜택

[10만원 쿠폰] 또는 [

파손 보장형1년권 + 정품 커버 세트]

10만원 쿠폰

옵션 01

상
품

Galaxy Watch4

Galaxy Watch4 Classic

Galaxy Buds2

Galaxy Buds Live
한정
수량

예
시
15W 무선충전듀오
옵션 02

갤럭시 스마트태그+

정품 커버 세트 (정품 커버 1종 + 콜라보 액세서리 랜덤 1종)

파손 보장형1년권

or
별도 청구 절차 없이 할인된
금액으로 혜택 적용

파손보상 2회

수리비 즉시 할인

The Freestyle

PD 무선충전 배터리팩

실리콘 커버
With 스트랩

방문수리 3회

or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

프레임
커버

콜라보 액세서리
랜덤1종

기간

2022년 2월 25일 ~ 2022년 3월 31일 내 S22 Series를 구매 및 개통한 고객 대상 (최초 통화일 기준)

신청 방법

①

앱 접속 ▶ ② 혜택 ▶ ③ 이벤트 배너 클릭

쿠폰 사용 기간 2022년 3월 2일 ~ 2022년 4월 30일

S22 제휴 혜택
사전구매
한정 혜택

30 %
할인쿠폰증정

S22 Series 전용

OneDrive 100GB

NFT1종 무료 제공

6개월 무료체험

※ S22 Series 사전구매 고객 한정 증정
※ Theta 계정 등록필요

※ 6개월 무료 이용 후 유료 전환
※ 사용 이력이 없는 계정에만 1회 제공

※ 운영 모델 및 색상은 재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개월 무료 체험

네이버 웹툰ㆍ시리즈

오디오북 + 클래스 무제한

※ 4개월 무료 이용 후 유료 전환
※ 사용 이력이 없는 계정에만 1회 제공
※ YouTube Premium은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쿠키 50개

3개월 무료 구독권

※ 계정당1회만 사용 가능

※ 3개월 무료 구독 후 추가 3개월 50% 할인

- 제휴사별 기간 및 혜택은 상이하며,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은

Galaxy Watch4

30% 할인쿠폰

앱에서 확인해주세요.

고객 유의 사항
앱으로 이벤트 기간 내 신청하셔야 구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구매 혜택과 일반 구매 혜택은 중복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갤럭시 클럽 가입자 혜택은 사전 구매 혜택, 일반 구매
혜택과 중복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예약번호가 있어야 사전 구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예약 접수 기준) - 예약하신 이동통신사에서
를 개통하셔야 사전 구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잘못 입력한 정보로 인한 혜택 미제공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급제 단말기는 삼성전자와 협의된 판매처 외에는 사전 구매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본인인증으로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구매 혜택은 개통 후 D+3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 통화일은 휴대폰 개통 후 최초 통화 수신 또는 발신 기준입니다. (앱스▶설정▶휴대전화
정보▶상태▶최초 통화일) - 15만원, 10만원 쿠폰은 쿠폰사용기간 내 사용 가능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자동 소멸 됩니다. - 15만원, 10만원 쿠폰은 1회만 사용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재사용 불가합니다. - 선택한 사은품
조합의 금액이 제공된 할인쿠폰 보다 클 시 추가 결제가 필요합니다. - 사은품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반 구매 혜택 신청은 구매한 단말기에만 적용되며 분실 후 재구입 등의 경우에는
혜택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 개통 후 14일 내 취소 시 사은품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 해외에서 구매한 단말은 프로모션 대상이 아니며 해외 USIM 사용 시 프로모션 참여가 불가합니다. - 본 이벤트의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 (www.samsung.com)에서 확인하세요. - 본 이벤트 내용은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문의처: 1833-6010 문의처:1566-4590

52

부록

스펙 비교
Galaxy S22 Ultra

Galaxy S22+

Galaxy S22

크기

77.9 x 163.3 x 8.9 mm

75.8 x 157.4 x 7.6 mm

70.6 x 146.0 x 7.6 mm

무게

228 g

195 g

167 g

6.8’’ (173.1 mm) /
엣지 디스플레이

6.6’’(166.5 mm) /
플랫 디스플레이

6.1’’ (153.9 mm) /
플랫 디스플레이

모델

디스플레이

WQHD+ (3,088 x 1,440)

FHD+ (2,340 x 1,080)

FHD+ (2,340 x 1,080)

Dynamic AMOLED 2X

Dynamic AMOLED 2X

Dynamic AMOLED 2X

QHD+ (1~120 Hz)

후면
카메라

FHD+ (10~120 Hz)

초광각

12 MP F2.2 (듀얼 픽셀AF)

12 MP, F2.2(FF)

광각

108 MP F1.8 (PD AF), OIS

50 MP F1.8(듀얼 픽셀AF), OIS

망원1

10 MP F2.4(3x,듀얼 픽셀AF),
OIS

10 MP F2.4(3x,PD AF), OIS

망원2

10 MP F4.9 (10x,듀얼 픽셀AF),
OIS

-

ToF
전면 카메라

Laser AF

-

40 MP F2.2(PD AF)

10 MP F2.2(듀얼 픽셀AF)

Processor
메모리

Snapdragon® 8 Gen 1
RAM 12 GB /
내장메모리 256 GB, 512 GB

RAM 8 GB / 내장메모리 256 GB

(삼성닷컴 단독컬러 Only 1TB 운영)

배터리 / 충전

5,000 mAh / 45 W

S펜

내장 S펜

4,500 mAh / 45 W

3,700 mAh / 25 W
-

방수방진

IP68

소재

전후면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프레임 아머 알루미늄

기타

UWB지원, Wi-Fi 6E 지원

Wi-Fi 6지원

※ 일러두기 :1인치 = 25.4 mm ※ 화면 크기는 코너곡선을 제외하고 직각화하여 대각선으로 측정했습니다.
※ 배터리 용량은 외부 기관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실제 배터리 수명은 네트워크 환경, 사용 패턴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충전기는 별매 입니다. 초고속충전 사용시, 삼성 정품 45 W 또는 25 W 충전기와 USB C to C 전용 케이블을 별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해당 세일즈톡에 소개된 내용은 향후 시장 동향, 개발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색상은 인쇄 과정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P68 등급은 수심1.5m담수에서 최대30분 동안 실험한 결과입니다. 해변이나 수영장에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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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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