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는 환경을 생각하여 GR마크를 획득한 재생용지로 카탈로그를 제작합니다. 
※ GR마크는 우수한 재활용 제품 인증 표시로 친환경 제품에 붙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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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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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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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업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www.samsung.com/sec

서비스도 역시
삼성 입니다

·원격 상담서비스 ·자가 고장진단, 조치방법 안내서비스 ·휴대폰(수리) 예약서비스

 2013년 11월 1일 기준

 S.KYO.OHK    2013. 10월말 제작

제품사용 및 서비스문의

사이버 CS프라자

불편사항 및 기타 문의 고객상담실 02-541-3000
수신자부담전화 080-022-3000

지역번호없이 1588-3366

www.3366.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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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가

추천하는 스페셜 콘텐츠

재미와 정보가 가득하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기는 지식 콘텐츠!

Contents 03Contents02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 13,000여 명이 애용하는 SERICEO

·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와 각계각층 인사의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

· 삶의 다양한 이야기와 최신 사회현상을 감성적인 영상으로 제공

경제/경영, 리더십, 인문학, 트렌드, 건강, 감성 등
최고 수준의 콘텐츠가 가득!

· 요다, 아나킨 등 3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캐릭터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 텔레포드 피규어를 사용해서 실제 캐릭터를 게임으로 소환해보세요.

나만의 스타일로 즐기는 신개념 멀티 게임 콘텐츠!

손안에서 생생한 골프의 재미를 느끼다!  골프스타

· 놀랍고 환상적인 리얼 그래픽으로 실제 필드의 느낌을 체험해 보세요.

· 지형의 높낮이, 바람 등 70여 가지 물리 요소를 고려한 실제 샷을 경험해 보세요.

사실적인 그래픽, 실제 프로 선수들이 구사하는 
다양한 스킬로 전 세계 유저들과 골프를 즐기다!

제국군 VS 반란군. 앵그리버드 게임 사상 처음으로
원하는 팀에 합류해 게임을 즐기다!

외국어 평가의 세계적 기준 CREDU OPIc

· 삼성, 한화, LG, 두산 등 국내 1,500여 개 기업에서 채용과 인사고과에 활용

· 취업부터 승진까지 오직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레벨의 학습제공

굴지의 대기업에서 알찬 중소기업까지 
영어 말하기 평가로 채택하고 있는 OPIc

교육 관련 콘텐츠는 삼성러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콘텐츠는 유료 콘텐츠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게임 관련 콘텐츠는 삼성앱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게임

최신 영화부터 드라마, 예능프로그램까지

갤럭시 탭3 하나로 간편하게 즐기다!

풍성한 영상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비디오허브비디오

동영상 관련 콘텐츠는 삼성비디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관련 콘텐츠는 삼성북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갤럭시와 함께 하는 스마트 리딩 GALAXY Package북스

· 기간 : '13년 8월 1일 ~ '14년 1월 31일

· 내용 :  삼성 e-Reading 서비스인 

삼성북스 / 리더스허브에서 6개월 

동안 인기 도서/잡지/만화를 

매월 무료로 제공합니다.

·  갤럭시 탭3에서 감상하기에 적합한 

HD 영상 콘텐츠 제공

·  최신 국내외 영화 및 TV쇼(KBS, MBC) 등 5천 여 편에 이르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

·  PC에 연결하지 않고 직접 Full HD 영상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스토어

·  출퇴근 시에는 탭3로 간편하게, 집에서는 TV에 연결하여 

대화면으로 편안하게 감상

※ 콘텐츠는 매달 1일 변경됩니다. 

※ 행사기간이 지난 콘텐츠는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 제공하는 콘텐츠는 최소 6권에서 최대 8권입니다.

오직 Samsung GALAXY에서만 

인기 도서를 무료로 만나 보세요!

※ 본문에 소개된 콘텐츠는 유료 콘텐츠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 매주 기획되는 금주의 무료 영화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화 스타워즈를 게임으로 다시 만나다! Angry Birds Star Wars II



※ 사양에 대한 세부기준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 참조 ※ 사양에 대한 세부기준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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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 10.1은 WQXGA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로 더욱 생동감 있게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Full HD급의 콘텐츠도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한 화면에 동시에 두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멀티윈도우로 문서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웹 검색을 하는 등의 멀티태스킹을 즐길 수 있으며,

드래그 앤 드롭 (Drag & Drop)이 가능해 작업의 편리성을 더해줍니다.

255.4mm의 대화면 및 얇아진 베젤 디자인으로 더욱 가볍고  컴팩트해졌으며, 

7.9mm의 슬림한 디자인과 540g의 가벼워진 무게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휴대성을 제공합니다. 갤럭시 노트 3와 같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불어 넣은 

후면 커버는 고급스러운 가죽 다이어리가 떠오르는 질감에 바느질한 듯한 스티치 디자인으로  

감각적인 것은 물론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으로 더욱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어떤 창에서든 한 번에 여는 에어커맨드로 액션 메모, 스크랩 북, 펜 윈도우 등 

5가지 S펜의 주요 기능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S펜으로 표, 막대, 선, 원 등 

다양한 스타일의 차트를 간편하게 그리는 이지 차트 등으로 놀랄만큼 향상된

S펜의 편리한 사용성을 경험해 보세요.

255.4mm 대화면을 보는 즐거움

더 친절해진 업그레이드 S펜  

더 얇고 가벼워진 슬림디자인

두께 7.9mm 

540g

SM-P600

 243.1×171.4×7.9 mm

540g

1.9GHz Quad + 1.3GHz Quad

255.4mm WQXGA (2560x1600)

Android 4.3 Jelly Bean

800만 화소 (전면 200만 화소)

WiFi a/b/g/n/ac, Bluetooth 4.0, GPS

8,220mAh

내장 : 3GB RAM + 32GB

외장 : microSD 슬롯 지원 (최대 64GB)

비디오 : 1080p Playback/Recording (전/후면)

클래식 화이트

모델명

크기

무게

CPU

디스플레이

OS

카메라

연결

배터리

메모리

비디오

색상

※ 통신 모델과 WiFi 모델은 세부 스펙이 다를 수 있습니다.

255.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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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자, 크리에이티브하게

갤럭시 노트 8.0은 두께 7.95mm와 무게 340g으로 편리한 휴대성을 제공합니다. 

1.6GHz 쿼드코어와 2GB RAM, 최신 OS가 탑재된 더욱 빨라진 모바일 환경과 

장시간 사용하기 좋은 4,600mAh 배터리로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기사를 검색하고, 막힘 없이 원활한 성능의 멀티태스킹을 이용하세요.

어디서나 간편한 휴대성

갤럭시 노트의 마우스 S펜으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표현하세요. S펜을 이용해

스티커와 손글씨로 마음껏 꾸미는 S플래너는 물론, S노트, 어썸노트, 플립보드

등을 손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에어뷰, 이지클립, 퀵커맨드, 팝업 노트, 

포토 노트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사용해서 더욱 재미있게 활용해보세요.

S펜으로 꾸미는 나만의 다이어리

갤럭시 노트 8.0에서 종이책에 가까운 독서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독서모드는

책을 읽기에 적합한 색온도를 지원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고, 편안한 독서 환경을 제공합니다. 

S펜을 활용하여 책을 읽으면서 주석을 달 수도 있고,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종이책처럼 편안한 독서모드

※ 배터리 시간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W-M500W

135.9×210.8×7.95 mm

340 g

1.6GHz Quad-Core

203.1 mm WXGA (1280×800)

Android 4.1 Jelly Bean

500만 화소 (전면 130만 화소)

 WiFi a/b/g/n, Bluetooth 4.0, GPS

4,600mAh

내장 : 2GB RAM + 16GB

외장 : microSD 슬롯 지원 (최대 64GB)

1080p Playing, 720p Recording,

전면 카메라 480p Recording

펄 화이트

모델명

크기

무게

CPU

디스플레이

OS

카메라

연결

배터리

메모리

비디오

색상

Not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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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문서를 보면서 노트 필기를 하고, 영화를 보면서 스케치 하는 등

갤럭시 노트 10.1의 255.8mm 대화면 안에서 멀티윈도우 기능을 통해 진정한 

멀티태스킹을 즐겨보세요. 하나의 화면에서 두개의 창으로 동시에 작업을

실행할 수 있으며, 창의 크기와 위치까지 조절할 수 있어 PC 사용환경처럼

더욱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55.8mm 대화면 멀티윈도우

아이디어의 실현 크리에이션 노트

6.5mm S펜은 실제 연필과도 같은 편안한 그립감과 아날로그적인 필기감을 

제공합니다. 1024단계의 필압으로 굵기와 진하기를 세밀하게 표현하여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고, 고무 펜촉과 플라스틱 펜촉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이 노트 화면에 닿아도 S펜을 우선 인식하는 기능으로 더 편리해진

S펜으로 나만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자유로운 표현의 완성 업그레이드 S펜

스케일이 다른 노트 10.1 

기본으로 탑재된 포토샵 터치(PS Touch) 어플로 사진을 합성하거나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여 편집해보세요. 색상 보정, 아웃포커싱 등 전문적인

작업을 간편하게 실행하고, SNS 및 클라우드로 바로 업로드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또한, 다양한 탬플릿을 활용해 나만의 스타일로 기록할 수 있는

S노트로 아이디어의 표현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SHW-M480W

262×180×8.9 mm

597 g

1.4GHz Quad-Core

255.8 mm WXGA (1280X800)

Android 4.1 Jelly Bean

500만 화소 (전면 190만 화소)

WiFi a/b/g/n, Bluetooth 4.0, GPS

7,000mAh

내장 : 2GB RAM + 16GB

외장 : microSD 슬롯 지원 (최대 64GB)

1080p Playing, 720p Recording, Playing

화이트

모델명

크기

무게

CPU

디스플레이

OS

카메라

연결

배터리

메모리

비디오

색상

Not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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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6종을 기본 탑재하고

교육, VOD,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키즈용 콘텐츠를 2,000여 개 이상 제공합니다.

※ 유/무료 콘텐츠 포함

갤럭시 탭3 키즈로 한번에! 다양한 콘텐츠

우리 아이가 갤럭시 탭3 키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부모가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올바른 사용습관을 길러주고,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기능 제공

안드로이드 모드도 사용이 가능하여 엄마, 아빠도 일반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고, 

아이의 성장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어 초등/중/고등학생이

되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사용성 확대

귀여운 캐릭터가 터치에 따라 반응하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테마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키즈전용 UX를 제공합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춘 쉬운 사용성

SM-T2105

111.1×188×9.9 mm

302 g

1.2GHz Dual-Core

178 mm WSVGA (1024 x 600)

Android 4.1 Jelly Bean

300만 화소 (전면 130만 화소)

WiFi a/b/g/n, Bluetooth 3.0

4,000mAh

내장 : 1GB RAM + 8GB 

외장 : microSD 슬롯 지원 (최대 32GB)

옐로우

모델명

크기

무게

CPU

디스플레이

OS

카메라

연결

배터리

메모리

색상

생각이 자라는
우리 아이 상상놀이터

 다양한 콘텐츠



갤럭시 탭3 키즈가 추천하는 

흥미진진 콘텐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두뇌발달 게임!

커트, 컬링, 염색까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 만들기!  Toca HairSalon 2

아이가 직접 운전하는 기차에 함께 탑승해볼까요?  Toca Train

생각이 쑥쑥 자란다!

· 간단한 빗과 가위, 컬링기와 스트레이트기 등 다양한 도구로 스타일을 꾸미세요.

· 모자, 안경 등 액세서리를 더하고, 카메라 부스에서 스냅샷 사진도 찍어보세요.

· 직관적인 조작으로 레버를 당기고 버튼만 누르면 쉽게 운전할 수 있어요.

· 기차소리, 연기, 속도레버, 바퀴불꽃 등 증기기차 시뮬레이터가 실감나요.

캐릭터를 선택하고, 나만의 헤어살롱를 운영하며
다양한 모습을 표현해보자!

시뮬레이터 기차 운전사가 되어 섬을 탐험하면
상상했던 세상이 펼쳐진다!

가 추천하는

두뇌발달 게임!

Toca Train

놀기만 하는 태블릿? 놀면서 배우는 갤럭시 탭3 키즈!

게임과 동영상으로 떠나는 신나는 지구탐험!  Kids Planet Discovery

웅진 싱크빅의 어린이 Best 교육앱을 한곳에!  씽크큐브

· 지구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100여 개의 게임과 함께 해서 공부가 더 즐거워요.

· 세계여행을 하듯 아이가 스스로 탐구하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

· 동요, 동화, 영어 등을 다양한 캐릭터와 게임을 통해 놀이하듯 공부해요.

· 세계명작, 옛 이야기들을 효과음이 가득한 동영상과 함께 해서 책읽기가 더 재미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지리와 자연, 문화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배운다!

책읽기 싫어하고 공부라면 질색하는 아이들도 
신나게 즐기는배움 놀이터!

Kids Planet Discovery

※ 본문에 소개된 콘텐츠는 유료 콘텐츠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콘텐츠는 유료 콘텐츠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 향후 펌웨어를 통해 지원 예정입니다.

Tab 13Ta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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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SM-T310

Wi-Fi

1514

얇고, 가볍게

한손으로 들어오다

한층 더 얇고 가벼워진 갤럭시 탭3로 진정한 모빌리티를 경험해보세요.

7.4 mm의 날렵한 두께와 314 g의 핸디한 무게감으로 한손에 가볍게 들어와

그립감이 뛰어나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휴대하여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얇고 가늘어진 베젤로 화면은 더 넓어지고,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휴대성이 뛰어난 슬림 디자인

갤럭시 탭3의 색다른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즐겨보세요. 팝업 비디오는 동영상을

보면서 메일을 보내거나 웹서핑을 즐기는 등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그룹 플레이로 친구들과 함께 음악, 게임 등 콘텐츠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으며,

삼성 WatchON을 통해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최신 VOD를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모두와 함께 즐기는 스마트 플레이

SM-T310

123.8×209.8×7.4 mm

314 g

1.5GHz Dual Core

203.1 mm WXGA (1280×800)

Android 4.2 Jelly Bean

500만 화소 (전면 130만 화소)

WiFi a/b/g/n, Bluetooth 4.0, GPS

4,450mAh

내장 : 1.5GB RAM + 16GB

외장 : microSD 슬롯 지원 (최대 64GB)

1080p Playback, 720p Recording 

전면 카메라 480p Recording, Playing                                       

펄 화이트

모델명

크기

무게

CPU

디스플레이

OS

카메라

연결

배터리

메모리

비디오

색상

갤럭시 탭3는 203.1mm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종이책을 보듯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독서모드를 통해 어디서나

부담 없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SoundAlive™와 Dolby Surround를 

탑재하여 더욱 풍부하고 리얼한 사운드로 동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층 더 얇고 가벼워진 갤럭시 탭3로 진정한 모빌리티를 경험해보세요.

7.4mm의 날렵한 두께와 314g의 핸디한 무게감으로 한손에 가볍게 들어와

그립감이 뛰어나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휴대하여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얇고 가늘어진 베젤로 화면은 더 넓어지고,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풍부한 멀티미디어 기능

Tab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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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W (펄 화이트)

공부를 자극하다

디스플레이  24.9 mm TFT LCD   재생시간  오디오 최대 20시간

크기  26×85.9×9.7 mm   색상  블랙,  화이트실버, 핑크

YP-U7AB/S/P4GB

갤럭시 노트 10.1

북커버
EFC-1G2NGEC/WEC/AEC/LEC/MEC/OEC/PEC/REC

S펜
ET-PN510SWEG

갤럭시 플레이어 5.8 (GP1) 전용 갤럭시 플레이어 전용

5100PEN6 
SWAROVSKI BLACK

5100PEN41 
SWAROVSKI PINK

5100PEN44
SWAROVSKI BLUE

MFDP076KCL
갤럭시 플레이어 5.8(GP1) 보호필름
제품구성 : 보호필름 2매, 클리너 1개, 밀대 1개
제조사 : 애니모드

AST-S370BK
S-Pen
정전식 터치펜 스타일 / 부드러운 펜 감촉과 필기반응 /
터치스크린 제품 전용 
색상 : 스와로브스키 블랙, 스와로브스키 핑크,
스와로브스키 블루
제조사 : 화이트 다이아몬드

YP-PCGP1W/Y/M/P
갤럭시 플레이어 5.8(GP1) 케이스
색상 : 화이트, 옐로우, 민트, 핑크
제조사 : 애니모드

이어폰

EO-HS1303BEG/LEG/GEG/PEG/WEG
•패션형 커널 이어폰 (3개 버튼)
•색상 :  블랙, 블루, 그린, 핑크, 화이트

EHS62ASNKEC/PEC/BEC/WEC
•패션형 커널이어폰
•갤럭시S 제외한 전기종 호환 가능
  (갤럭시2 전체, 갤탭 7, 갤탭 10등)
•색상 : 블랙, 핑크, 블루, 화이트

EO-HS3303WKG
•새로운 디자인의 편안한 착용감
•꼬이지 않는 선
•색상 : 화이트

EHS63ASNBEC
•하이브리드 이어셋
•갤럭시S 제외한 전기종 호환 가능
  (갤럭시2 전체, 갤탭 7, 갤탭 10등)
•색상 : 블랙

EHS65ASNWEC
•실속형 오픈이어폰
•갤럭시S 제외한 전기종 호환가능
  (갤럭시2 전체, 갤탭 7, 갤탭 10 등)
•색상 : 화이트

SHE-D10BB/BK/BL/PN/WB
•종류 : 커널형 이어폰
•색상 : 블루블랙, 블랙, 블루, 핑크, 화이트블루 
•호환 : 갤럭시 전기종 호환 가능
•특징 : 다림추를 형상화한 고급스러운 패션 아이템의 느낌
•국내 유저의 중저음 선호에 맞춰 중저음 영역 강화

SHE-D20PB/SV
•종류 : 커널형 이어폰
•색상 : 페블블루, 실버
•호환 : 갤럭시 전기종 호환 가능
•특징 : 이어폰 와이어와 바디가 부드럽게 감싸는 형상
•깊은 베이스 / 단단한 타격감 / 고음 답답함 최소화

SHE-D30PN/SV
•종류 : 커널형 이어폰
•색상 : 핑크, 실버
•호환 : 갤럭시 전기종 호환 가능
•특징 : 항공기 제트엔진을 형상화한 디자인
•고급 마이크로BA 유니트 사용으로 프리미엄 음질 구현

※해당 제품의 액세서리는 별도 판매됩니다. ※해당 제품의 액세서리는 별도 판매됩니다. 

S (화이트실버) P (핑크)B (블랙)

디스플레이  147 mm TFT LCD(16:9 와이드)

재생시간  오디오 최대 60시간, 비디오 최대 7시간

크기  85.89 x 165.8 x 10.8 mm   색상  펄 화이트

YP-GP1EW16GB YP-GP1NW32GB

구글 플레이

컬러 팝아이콘U7

학습 모드

마이크로 SD카드 (4/8GB)
MB-MS4GB/KR, MB-MS8GB/KR

마이크로 SD카드 (16/32GB)
MB-MSAGB/KR, MB-MSBGB/KR

마이크로 SD카드 (16/32GB)
MB-MPAGB/KR, MB-MPBGB/KR

마이크로 SD카드 (8/16/32/64GB)
MB-MG8GB/KR, MB-MGAGB/KR,

MB-MGBGB/KR, MB-MGCGB/KR

공용 액세서리

탁상용거치대
EDD-S20KWK

태블릿 공용 탁상용 거치대
EDD-D100BKG

태블릿(152.4~203.2 mm) 공용 
차량용 거치대 EE-V100TABEG

태블릿 공용 블루투스 키보드
BKB-10KRWEG

대용량 배터리 팩
EEB-EI1CWKG/BKG

11핀용 30핀용

휴대용 충전기
ETA-P11KBKG

휴대용 충전기
ETA-U90KWKG/KBKG

차량용 충전기
ECA-P10CBKC

차량용 충전기
ECA-U21CBKG

30핀용 30핀용5핀용 5핀용

갤럭시 노트 8.0

북커버
EF-BN510BWEG/PEG/GEG/REG/SEG

S펜
ET-PN510SWEG

갤럭시 노트 10.1  2014 에디션

북커버
EF-BP600BWEG

북커버
EF-BP600BB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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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맞는 갤럭시 노트 / 갤럭시 탭 / MP3 플레이어를 찾아보세요! 

※ 사양에 대한 세부기준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 참조※ 사양에 대한 세부기준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 참조

라인업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삼성 MP3 플레이어

모델명 YP-GP1

Memory 16/32GB

디스플레이 147 mm(16:9 wide display), qHD(960x540) VA패널, TFT-LCD

카메라(후면/전면) 300만 화소 / VGA

오디오 지원포맷 MP3/WMA/Ogg/FLAC/AAC/WAV

동영상 MPEG4/H.264/DivX(4/5/6)/WMV(VC1)/H.263/WMV(7/8)/ DivX 3.11/Sorenson Spark

배터리 타입 교체형 (2,500mAh)

재생시간 60시간(오디오), 7시간(비디오)

색상

크기 85.89×165.8×10.8 mm

무게 221 g

특징

러닝허브, 인터넷 강의 지원, 전자사전, 삼성앱스, 구글 플레이,
1GHz 듀얼코어, 안드로이드 4.0 OS(아이스크림 샌드위치),

WiFi, Full HD, 전면 스테레오 스피커, 사운드얼라이브,
블루투스 4.0+ BLE

삼성 갤럭시 탭 [Wi-Fi 전용]삼성 갤럭시 노트  [Wi-Fi 전용]

모델명 SM-P600

크기 243.1×171.4×7.9 mm

무게 540g

CPU 1.9GHz Quad + 1.3GHz Quad

디스플레이 255.4mm WQXGA (2560x1600)

OS Android 4.3 Jelly Bean

카메라 800만 화소 (전면 200만 화소)

연결 WiFi a/b/g/n/ac, Bluetooth 4.0, GPS

배터리 8,220mAh

메모리 내장 : 3GB RAM + 32GB  외장 : microSD 슬롯 지원 (최대 64GB)

비디오 1080p Playback/Recording (전/후면)

색상

모델명 SM-T2105 SM-T310

크기 111.1×188×9.9 mm 123.8×209.8×7.4 mm

무게 302 g 314 g

CPU 1.2GHz Dual-Core 1.5GHz Dual Core

디스플레이 178 mm WSVGA (1024 x 600) 203.1 mm WXGA (1280×800)

OS Android 4.1 Jelly Bean Android 4.2 Jelly Bean

카메라 300만 화소 (전면 130만 화소) 500만 화소 (전면 130만 화소)

연결 WiFi a/b/g/n, Bluetooth 3.0 WiFi a/b/g/n, Bluetooth 4.0, GPS

배터리 4,000mAh 4,450mAh

메모리 내장 : 1GB RAM + 8GB  외장 : microSD 슬롯 지원 (최대 32 GB) 내장 : 1.5GB RAM + 16GB 외장 : microSD 슬롯 지원 (최대 64GB)

비디오 - 1080p Playback 720p Recording, 전면 카메라 480p Recording, Playing

색상

모델명 SHW-M500W SHW-M480W

크기 135.9×210.8×7.95 mm 262×180×8.9 mm

무게 340 g 597 g

CPU 1.6GHz Quad-Core 1.4GHz Quad-Core

디스플레이 203.1 mm WXGA (1280×800) 255.8 mm WXGA (1280×800)

OS Android 4.1 Jelly Bean Android 4.1 Jelly Bean

카메라 500만 화소 (전면 130만 화소) 500만 화소 (전면 190만 화소)

연결 WiFi a/b/g/n, Bluetooth 4.0, GPS WiFi a/b/g/n, Bluetooth 4.0, GPS

배터리 4,600mAh 7,000mAh

메모리 내장 : 2GB RAM + 16GB   외장 : microSD 슬롯 지원 (최대 64GB) 내장 : 2GB RAM + 16GB     외장 : microSD 슬롯 지원 (최대 64GB)

비디오 1080p Playing, 720p Recording, 전면 카메라 480p Recording 1080p Playing, 720p Recording, Playing

색상

출시예정

 [Wi-Fi 전용]

YP-U7

4GB

24.9 mm TFT LCD

-

MP3/OGG/WMA/FLAC

-

내장형

20시간(오디오)

26×85.9×9.7 mm

28.4 g

사운드얼라이브, 학습모드,
FM라디오, POP ICON,

피트니스 모드, 3D & B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