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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인사이드Ⓡ의 놀라운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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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비스 컴퓨터 AS부문 13년 연속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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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사용 및 서비스 문의

지역번호없이 1588-3366
불편사항 및 기타 문의 

02-541-3000(고객상담실) / 080-022-3000(수신자부담전화)

사이버 CS프라자 

www.3366.co.kr
삼성전자 홈페이지 

www.samsung.com/sec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운영시간 : 월~토 9:00~18:00 (일요일/공휴일 휴무)

원격 상담서비스 · 자가 고장진단, 조치방법 안내서비스 

한국표준협회주관 '2014 한국서비스품질지수
(KS-SQI)'평가에서 연속1위 선정

삼성전자 제품안내 카탈로그는 재생용지로 제작됩니다. 

본 카탈로그는 정부에서 우수한 재활용제품으로 인증 받아 GR마크를 획득한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자원 순환,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작은 노력, 삼성전자가 함께 합니다. 

5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인텔 인사이드Ⓡ의 놀라운 성능

※   울트라북, 셀러론, 셀러론 인사이드, 코어 인사이드, 인텔, 인텔 로고, 인텔 아톰, 인텔 아톰 인사이드, 인텔 코어, 인텔 인사이드, 인텔 인사이드 로고, 인텔 바이브, 인텔 V프로, 아이테니엄, 아이테니엄 인사이드, 
    펜티엄, 펜티엄 인사이드, 바이브 인사이드, v프로 인사이드, 제온, 제온 Phi 및 제온 인사이드는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인텔사의 등록상표입니다.

IT 종합 IT 종합

072015. 072015.삼성전자 제품안내 삼성전자 제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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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성능과 편리한 사용성,

프리미엄 디자인까지-

삼성전자가 더 혁신적인 

스마트 라이프를 제안합니다! 

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

생생한 감동의 커브드 화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타일리시한 

당신만의 공간을 완성하세요!

편안한 몰입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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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보다 빠른 Windows 8.1 이 탑재된 삼성 PC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www.byebyexp.co.kr을 참고해주세요.

아직도 XP를 사용하시나요?
XP 기술지원 종료로 여러분의 컴퓨터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 빨라진 부팅속도
더욱 가벼워진 윈도우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을 방문해주세요.

윈도우8.1의 새로운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친숙한 데스크톱 환경
폴더, 아이콘 등 이전에 사용하던 익숙한 데스크톱 환경 그대로 사용 가능 

무엇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지 알아보세요.

시작화면에 새로운 전원 및 검색버튼 제공

앱스토어와 앱을 작업표시줄에 고정 가능 

앱에 새로운 종료 X버튼 제공 

작업 표시줄 및 탐색 속성

점프 목록 도구 모음작업 표시줄 탐색

시작 화면
로그인하거나 화면에서 모든 앱을 닫을 때 시작 화면대신 데스크톱으로 이동(D)

부팅시 바로 데스크톱 바탕화면으로
바로 가기 설정 가능

작업표시줄 우클릭 후
속성 > 탐색 > 시작화면 대신 데스크톱으로 이동 체크

새로운 앱 세상 이제 10만개의 앱을 즐겨보세요! 
시작화면에서 바로 윈도우 스토어를
열어 다양한 앱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새로워진 윈도우 스토어

사용자 환경 

사용자의 행동분석에 따라
개개인에 맞는 앱 추천 

앱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Bing 검색과
한층 업그레이된 연계 

'시작 화면' 혹은 새롭게 도입된

'모든 앱보기 뷰' 에서도 사용 중인

모든 앱 검색 가능

행사기간

2015년 7월 3일(금) ~ 2015년 9월 30일(수)PC 기분좋은 선택 페스티벌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

세계최초 14나노 공정
프로세서

뛰어난 휴대성

놀라운 미디어 & 그래픽 경험 긴 배터리 수명

혁신적인 디자인

인텔 인사이드Ⓡ의 놀라운 성능

5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인텔Ⓡ 코어™ M 프로세서

프리미엄 퍼포먼스
강력한 가능성

초경량, 파워를
장착하다

인텔Ⓡ 코어™ 프로세서 사양표

프로세서
코어/
스레드

클럭스피드
(GHz)

터보부스트2.0
(GHz)

스마트캐시
(MB)

인텔HD
그래픽스

그래픽주파수
(MHz)

최대 소비전력
(W)

제조공정
(nm)

Core M 노트북 5Y10c 2/4 0.8 2 4 5300 300/800 4.5 14

5세대
노트북,

올인원PC

i7-5500U 2/4 2.4 3 4 5500 300/950 15 14

i5-5200U 2/4 2.2 2.7 3 5500 300/900 15 14

i3-5005U 2/4 2 - 3 5500 300/850 15 14

4세대

노트북

i7-4720HQ 4/8 2.6 3.6 6 4600 400/1200 47 22

i5-4210U 2/4 1.7 2.7 3 4400 200/1000 15 22

i3-4005U 2/4 1.7 - 3 4400 200/950 15 22

올인원PC
i5-4590T 4/4 2.0 3.0 6 4600 350/1150 35 22

i3-4160T 2/4 3.1 - 3 4400 200/1150 35 22

데스크탑

i7-4790 4/8 3.6 4.0 8 4600 350/1200 84 22

i5-4590 4/4 3.3 3.7 6 4600 350/1150 84 22

i3-4150 2/4 3.5 - 3 4400 350/1150 54 22

0504



행사기간 : 2015년 7월 3일(금) ~ 2015년 9월 30일(수)

윈도우 10 

무료 업그레이드 예약하는 법

※ 체험판 제품으로 표시되며 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앱은 별매품입니다. Windows 10 업그레이드 혜택은 적격 Windows 7 및 8.1 장치에게만(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치 포함) 해당됩니다. 

     Windows 10 업그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com/windows10upgrade를 참고하세요

구매 품목별 사은품 안내
PC 기분좋은 선택 페스티벌

노트북 9 2015 Edition

올인원PC 7 Curved

노트북 9 Lite  /  노트북 M

노트북 9 Style

프린터

노트북 5  /  노트북 2

블루투스 마우스 (블랙),

한컴오피스 + 

이지포토3 패키지

한컴오피스+

이지포토3 패키지

블루투스 마우스(화이트)

블루투스 마우스(블랙), 

전용가방

A4용지 500매
※ 행사모델에 한함

유선 마우스
(블랙, 제품박스에 포함)

노트북 9 (900X3K)

블루투스 마우스(블랙)

노트북 8

블루투스 마우스(블랙), 

전용가방

Special Event

※사은품은 행사 매장, 행사제품 구매시 한해 증정되며, 구입처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

데스크탑

스피커
※ 행사모델에 한함

Windows 10 출시 후 windows.com/windows10upgrade에서 무료로 업그레이드하세요.

1. 작업 표시줄 오른쪽 끝 작은 Windows 

 아이콘을 클릭

3. 예약 완료! 7월 29일 업그레이드 준비 시 알람. 

 편리한 시간에 설치 가능!

2. 앱 창에서 '무료 업그레이드 예약'을 클릭.   

예약 승인 메일을 받고 싶으면 메일 주소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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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Link 2.0 돌비 디지털 플러스

블루투스 뮤직플레이 3.0

[PC] 서비스 시작/설정

SideSync 3.0(사이드싱크 3.0) 이란?

[모바일] 서비스 시작/설정

사이드싱크 3.0이 편리한 이유!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내 콘텐츠! Samsung Link(삼성 링크)란?
나의 기기 안에 있는 콘텐츠를 간편하게 관리하고 재생할 수 있으며, 멀리 있는 PC에 
저장된 사진도 모바일이나 TV로 자유롭게 전송하여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스마트폰이 PC로 쏘~옥!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고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➊
PC에서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하세요.

PC와 스마트폰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PC에서 전화통화를 할 수 있어요.

➋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Samsung Link를선택해서 
나의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 하세요.

스마트폰을 PC의 키보드로 입력하고
마우스로 쉽게 클릭할 수 있어요.

➌
자동으로 생성된 Samsung Link (S:)  
드라이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화면에 스마트폰 화면을 띄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 삼성링크 2.0 탑재 PC : 노트북 9 2015 Edition, 노트북 9 Plus(940X3K), 노트북 9 Lite(910S3K, 905S3K), 노트북 9(900X3K), 노트북 5(500R5K), 올인원PC 7 Curved

➊
삼성 링크 어플을 
실행하세요.

➋
나의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➌
삼성 계정이 없을 
경우, 환경설정에
들어가 신규 계정을 
등록하세요.

➍
삼성 링크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해당 모바일 
기기가 등록돼요. 

3.0

PC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해서 PC와 모바일 기기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입력/제어는 기본, 전화 통화, 기기 간의 콘텐츠 보내기까지 
손쉽게 하는 솔루션

※ 사이드싱크 3.0은 삼성 스마트폰 Kitkat OS 포함 그 이후 버전에서 호환됩니다.
※ 사이드싱크 3.0 탑재 PC :   노트북 9 2015 Edition, 노트북 9 Plus(940X3K), 노트북 9 Lite(910S3K, 905S3K),  노트북 9(900X3K), 노트북 5(500R5K), 올인원PC 7 Curved 

키보드, 마우스 쉐어링 폰 스크린 쉐어링

삼성 PC와 돌비 디지털 플러스가 만나다
극장과 홈시어터에서 느낄 수 있었던 입체 음향을 삼성 PC 2015년 신제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돌비 디지털 플러스 5.1 채널의 감동을 느껴 보세요.

부팅없이 즐기는 블루투스 뮤직플레이 3.0
스마트폰의 음악을 올인원PC의 크고 생생한 사운드로 즐겨보세요! '전원을 켜지 않고도' 간단하게 
스마트폰의 앱과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의 음악을 올인원PC의 스피커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사용은 IR 기능을 탑재한 

     삼성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함

※ UI는 변경될 수 있음

➊  'Galaxy apps'에서 'Bluetooth Music Play' 
앱을 다운 받습니다. 

➋  앱 실행 후 올인원PC를 향해 스피커  
 전원 버튼(      )을 누릅니다.

➌  올인원PC에 'Pairing'메시지가 표시되면  
 앱의 블루투스 연결 버튼(      )을 누릅니다. 
 ('Pairing' 메시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앱의 페어링 버튼(        )을 누릅니다.)

➍  올인원PC 우측 하단에 'Connected'표시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제 올인원PC와  
 스마트폰이 연결되었습니다.

➎ 앱의 뮤직 플레이어 버튼(       )을 눌러  
     음악을 재생합니다.

※ 블루투스 뮤직플레이 3.0은 올인원PC 7 Curved, 올인원PC 7(700A4J)에 한함

PC에서 페어링하기 스마트폰 앱으로 페어링하기  

➊  올인원PC 우측 하단의  
블루투스 버튼[     ]을 누릅니다.

➌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켜고 검색을 누른 뒤 Bluetooth 
 Music Play를 선택합니다. 

➋  화면 우측 하단에 'Pairing'이  
 표시되며 LED가 깜빡 거립니다. 

➍  화면 우측 하단에 'Connected' 
표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올인원PC와 스마트폰이 연결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ON/OFF

음악재생 버튼

블루투스  
연결 버튼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삼성 PC 선택의 이유

QR코드 
스캔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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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PC, 기능 및 문제 해결방법을 알고 싶다면?삼성제품 인증하고 삼성에듀로 교육비 절감하기!

※ 정액 요금제 또는 무료 이용 서비스가 아닌 경우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앱 설치는 안드로이드 OS 4.0 버전 포함 이후 기기에만 가능합니다. ※ 삼성 휴대폰, TV, 가전제품 등은 제품인증 제외

■ 주소 : http://www.samsungedu.com

■ 제품별 무료교육 기간  

    - 12개월 : 컴퓨터 (노트북 / 데스크탑 / 올인원PC)

    -  6개월 :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외장형하드

■  혜택 : 1,400여개 과정(그래픽/자격증/OA/어학 등) 무료학습 가능

■  이용 방법

■ 교육과정

NEW 신규 과정 : 봉봉봉 프랑스어 회화 초급 /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어 회화 초급

삼성 IT제품
구매 

STEP 1

삼성에듀
회원가입

STEP 2

삼성에듀
로그인

STEP 3

 프리미엄 회원 
등록 완료

STEP 5

수강신청 및
학습시작

STEP 6STEP 4
[삼성제품인증]

메뉴를 통한
제조번호 인증

과정분야 과정수 내용

IT/자격증 과정 20개 윈도우, 그래픽(포토샵, 일러스트) 및 컴퓨터 활용에 필요한 학습 제공

오피스 과정 16개 엑셀 및 프레젠테이션 기초에서 활용까지 각 버전별 학습 제공

직무 과정 12개 기획서 작성, 커뮤니케이션 등 업무능력 향상에 유용한 학습 제공

어학 과정 200개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수 어학과정 제공
 - 영어 (TOEIC, TOEFL, Opic, 일반회화 등 114개 과정) - 일본어 (JPT, 회화, 리스닝 등 34개 과정)
 - 중국어 (HSK, TSC, 기초~마스터 등 48개 과정) - 제2외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인니어 과정)

어린이 전용 추천 1,040개 1,040장의 무제한 프린트 학습지 에듀주니어

컴퓨터 활용 단편강좌 76개 76개의 포인트 활용법만 골라낸 쏙쏙! PC 활용법

Samsung PC Help
“Samsung PC Help”는 삼성 PC를 사용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기능이나 문제점 해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용 앱입니다. 

PC를 사용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Samsung PC Help”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꼭 알아야 할 정보, 긴급 뉴스, 해결 동영상, 업데이트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amsungpchelp.com에서 확인해 보세요.

메뉴 내용

공지사항 Windows 정책 및 주요 업데이트 공지

업데이트 안내 SW Update 버전별 개선 내용 확인

FAQ 유용한 주요 문의 사항 게시

사용팁 Windows OS 주요 기능 설명

동영상 자가 해결 및 PC 홍보 영상 게시

가상체험 가상의 PC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 체험

온라인 상담 S Service 서비스 활용 방법 안내

환경설정 알림 설정, 버전 정보, 제품 등록

QR코드를 스캔하면

전체교육과정 LIST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스마트폰의
Play 스토어에서
"Samsung PC Help"를 
검색 후 설치하세요.

➋
스마트폰에서
"Samsung PC Help" 
앱을 탭하여 
실행하세요.

➌
초기 메뉴 화면이
나타나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➍
각 메뉴에 해당하는
콘텐츠 목록이 
나타납니다.

설치 및 사용하기 상세 메뉴 설명

Samsung PC Help에서는 
문제 해결 동영상, FAQ, 업데이트 안내, 공지사항, 가상체험 등 
더 많은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성 PC의 베스트 프렌드

삼성 PC 선택의 이유 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

삼성 IT제품 구매고객을 위한

온라인 무료 교육 혜택
삼성 IT제품 구매고객을 위한 365일 무료교육!
삼성에듀는 삼성 PC 구매자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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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삼성 노트북

※ S/W 항목은 라이센스로 인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S/W와 하드웨어의 권장 드라이버는 탑재된 OS에 적합하도록 제공됩니다. 설치되지 않은 다른 사양의 OS를 위한 S/W와 하드웨어 드라이버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게는 기본 배터리 포함 기준이며 무게, 두께, LCD 밝기 및 LCD 디자인은 모델 사양과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포트 : 2개의 USB 3.0, 1 Micro HDMI, 1 헤드폰 출력/마이크 입력 콤보, 1 DC-in(전원포트) 

•카드슬롯 : MicroSD Multi-media Card Reader •리튬 폴리머 배터리(2 Cell, 35Wh) 

•멀티미디어 : 스테레오 스피커(1.5W × 2), Dolby Home TheaterⓇ 지원, 내장 듀얼 디지털 마이크,   

 720p HD 웹 카메라 •Bluetooth 4.0 지원 

•입력장치 : 클릭패드, 페블 키보드 

•사이즈(W×D×H)/무게 : 284.1 × 212.7 × 11.8 ㎜/950 g 

•프리미엄 파우치 제공 

•S/W : Settings, Quick Starter, S Player+, S PhotoStudio,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3.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 메모리 확장 불가      

최고급 제품에 걸맞는 풀 메탈 바디에 측면 실버 

라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라인이 빛나는 프리미엄 

룩을 완성했습니다. 임페리얼 블랙컬러는 메탈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매칭 컬러로 제품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950g의 초경량 무게, 11.8 mm의 초슬림 두께로 탄생한 

최고급 모빌리티 노트북입니다. 최대 12.5시간의 배터리 

사용시간으로 최적의 휴대성을 완성하고 울트라 파워 

세이빙 모드로 배터리가 10% 남았을 때 최대 1시간까지 

배터리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사용 시간은 개인 PC 세팅 및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텔Ⓡ 코어™ M 프로세서 탑재로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합니다. 전력 소모가 적고 외부 충격에 강한 

SSD를 탑재하여 부팅 및 프로그램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노트북으로 구현해낸 WQXGA 해상도에 350 nit 밝기, 

광시야각, 저반사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콘텐츠 감상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아웃도어 모드 사용 시 최대 700 nit 까지 밝아져 

야외에서도 뚜렷한 콘텐츠 감상이 가능합니다. 
(※ WQXGA : 2,560 ×1,600 해상도)

노트북, 마침내 여기까지

930X2K 30.9 cm

모델명
NT930X2K-KY4

OS Windows 8.1 Update (64 bit)

CPU IntelⓇ Core™ M-5Y10c Processor (up to 2.0 GHz)

메모리 8GB LPDDR3 (8G On Board)

저장장치 SSD 256GB

ODD 없음

LCD 30.9 ㎝ 350nit WQXGA

그래픽 IntelⓇ HD Graphics 5300

무선통신 802.11 ac

컬러

기타

임페리얼 
블랙

Turbo

Boost

곡선형

키보드

프리미엄 디자인을 완성한 메탈 실버 라이닝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성능

950g으로 완성된 최적의 모빌리티

선명하고 또렷한 WQXGA 디스플레이

사 은 품 

증 정

행사기간 : 2015. 7. 3 ~ 2015. 9. 30

블루투스 마우스 (블랙),

한컴오피스 + 이지포토3 패키지

※ 마우스 디자인 및 스펙은 당사 사정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앱은 별도 판매되며, 시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텔 인사이드Ⓡ의 놀라운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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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삼성 노트북

※ S/W 항목은 라이센스로 인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S/W와 하드웨어의 권장 드라이버는 탑재된 OS에 적합하도록 제공됩니다. 설치되지 않은 다른 사양의 OS를 위한 S/W와 하드웨어 드라이버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게는 기본 배터리 포함 기준이며 무게, 두께, LCD 밝기 및 LCD 디자인은 모델 사양과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일부 앱은 별도 판매되며, 시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앱은 별도 판매되며, 시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900X3K 910S5K

33.7 cm 39.6 cm

모델명
NT900X3K-K78L NT900X3K-K58L NT900X3K-K34

OS Windows 8.1 Update (64 bit)

CPU IntelⓇ Core™ i7-5500U 
Processor (2.4 GHz)

IntelⓇ Core™ i5-5200U 
Processor (2.2 GHz)

IntelⓇ Core™ i3-5005U 
Processor (2.0 GHz)

메모리 8GB LPDDR3 (8G On Board) 4GB LPDDR3
(4G On Board)

저장장치 SSD 256GB SSD 128GB

ODD 없음

LCD 33.7 ㎝ 350nit QHD+

그래픽 IntelⓇ HD Graphics 5500

유/무선통신 기가비트 LAN /
802.11 ac

컬러

기타

•포트 : 2개의 USB 3.0, 1 Micro HDMI, 1 mini Ethernet(어댑터 제공), 1 mini VGA(VGA 어댑터 별매), 

 1 헤드폰 출력/마이크 입력 콤보, 1 DC-in(전원포트) •카드슬롯 : 3-in-1(SD, SDHC, SDXC) 

•리튬 폴리머 배터리(4 Cell, 44Wh) •멀티미디어 : 스테레오 스피커(1.5W × 2), 

 Dolby Home TheaterⓇ 지원, 내장 듀얼 디지털 마이크, 720p HD 웹 카메라 •Bluetooth 4.0 지원 

•입력장치 : 클릭패드, 페블 키보드(백라이트 지원) 

•사이즈(W×D×H)/무게 : 313.8 × 218.5 × 13.5 ㎜/1.07 ㎏ •프리미엄 파우치 제공 

•S/W : Settings, Quick Starter, S Player+, S PhotoStudio,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3.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 메모리 확장 불가

모델명
NT910S5K-K53 NT910S5K-K33

OS Windows 8.1 Update (64 bit)

CPU IntelⓇ Core™ i5-5200U Processor (2.2 GHz) IntelⓇ Core™ i3-5005U Processor (2.0 GHz)

메모리 8GB LPDDR3 (8G On Board)

저장장치 SSD 128GB

ODD 없음

LCD 39.6 ㎝ FHD Anti-Reflective

그래픽 IntelⓇ HD Graphics 5500

유/무선통신 기가비트 LAN /
802.11 ac

컬러

기타

•포트 : 3개의 USB 3.0, 1 HDMI, 1 헤드폰 출력/마이크 입력 콤보, 1 mini Ethernet(어댑터 제공), 

 1 DC-in(전원포트) •카드슬롯 : 3-in-1(SD, SDHC, SDXC) •리튬 폴리머 배터리(4 Cell, 44Wh) 

•멀티미디어 : 스테레오 스피커(2W × 4), Dolby Home TheaterⓇ 지원, 내장 듀얼 디지털 마이크, 

 720p HD 웹 카메라 •Bluetooth 4.0 지원 •입력장치 : 페블 키보드, 클릭패드 

•사이즈(W×D×H)/무게 : 374 × 249.5 × 16.9 ㎜/1.55 ㎏ •슬림 시큐리티 슬롯 

•S/W : Settings, Quick Starter, S Player+, S PhotoStudio,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3.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 메모리 확장 불가

독창적인 에어로 다이나믹(Aero-Dynamic) 

디자인과 플래티넘 실버 컬러는 세련미와 

고급감을 선사합니다.

13.5 mm 초슬림 두께, 1.07 kg의 초경량 

무게를 구현하여 제품의 모빌리티를 더욱 

극대화하였습니다. QHD+(3200×1800)

해상도를 적용하여 Full HD 대비 더 정밀한 

화면을 즐기실 수 있고, 저반사 디스플레이

(Low-Reflective)를 적용하여 눈의 피로를 

덜어 줍니다.

5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탑재로 강력한 

멀티태스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HDD 

대비 소음과 전력 소모가 적고 외부 충격에 강한 

SSD를 탑재하여 부팅 및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 해당 모델에 한함)

최고수준에 걸맞은 디자인

최고수준에 걸맞은 모빌리티 & 디스플레이

최고수준에 걸맞은 성능

메탈의 세련된 프리미엄 디자인에 플래티넘 

실버 컬러로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마그네슘 소재로 제품의 견고함은 더하고 

무게는 줄여 제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대화면을 채용하고도 휴대성이 뛰어난 1.55 kg 

무게와 16.9 mm 슬림한 두께를 완성했습니다. 

최대 11시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컴퓨팅이 가능합니다. 
(※ 배터리 사용 시간은 개인 PC 세팅 및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음역을 강화한 4개의 2W 스피커와 돌비 

홈시어터로 깊고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곡선형 키캡으로 장시간 

문서 작업에도 손의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세련된 메탈의 프리미엄 디자인

업그레이드된 휴대성과 강력한 배터리

풍성해진 사운드와 곡선형 키캡

사은품 

증 정

사은품 

증 정행사기간 : 2015. 7. 3 ~ 2015. 9. 30
행사기간 : 2015. 7. 3 ~ 2015. 9. 30

블루투스 마우스 (블랙) 전용가방, 
블루투스 마우스(블랙)

※ 마우스 디자인 및 스펙은 당사 사정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마우스 디자인 및 스펙은 당사 사정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Turbo

Boost

Turbo

Boost

플래티넘 
실버

플래티넘 
실버

플래티넘 
실버

플래티넘 
실버

플래티넘 
실버

인텔 인사이드Ⓡ의 놀라운 성능

Turbo

Boost

곡선형

키보드

곡선형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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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삼성 노트북

※ S/W 항목은 라이센스로 인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S/W와 하드웨어의 권장 드라이버는 탑재된 OS에 적합하도록 제공됩니다. 설치되지 않은 다른 사양의 OS를 위한 S/W와 하드웨어 드라이버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게는 기본 배터리 포함 기준이며 무게, 두께, LCD 밝기 및 LCD 디자인은 모델 사양과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일부 앱은 별도 판매되며, 시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앱은 별도 판매되며, 시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라이트 블루

임페리얼 블랙

프로스트  화이트

라임 그린

블러썸 핑크

프로스트  화이트

910S3K 110S1J

33.7 cm 29.5 cm

모델명
NT910S3K-K38B NT910S3K-K38W NT910S3K-K38P NT910S3K-K38G NT910S3K-K24W

OS Windows 8.1 Update (64 bit)

CPU IntelⓇ Core™ i3-5005U Processor (2.0 GHz) IntelⓇ PentiumⓇ Processor 
3825U (1.9 GHz)

메모리 8GB LPDDR3 (8G On Board) 4GB LPDDR3 
(4G On Board)

저장장치 SSD 128GB

ODD 없음

LCD 33.7 ㎝ FHD

그래픽 IntelⓇ HD Graphics 5500 IntelⓇ HD Graphics

유/무선통신 기가비트 LAN /
802.11 ac

컬러

기타

•포트 : 1개의 USB 3.0, 1개의 USB 2.0, 1 HDMI, 1 mini Ethernet(어댑터 제공), 1 헤드폰 출력/마이크 

 입력 콤보, 1 DC-in(전원포트) •카드슬롯 : 3-in-1(SD, SDHC, SDXC) •리튬 폴리머 배터리(2 Cell, 30Wh) 

•멀티미디어 : 스테레오 스피커(2W × 2), Dolby Home TheaterⓇ 지원, 내장 마이크, 720p HD 웹 카메라 

•Bluetooth 4.0 지원 •입력장치 : 클릭패드, 페블 키보드 •슬림 시큐리티 슬롯 

•사이즈(W×D×H)/무게 : 322.6 × 224 × 17.95 ㎜/1.34 ㎏ •프리미엄 파우치 제공 

•S/W : Settings, Quick Starter, S Player+, S PhotoStudio,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3.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 메모리 확장 불가  

모델명
NT110S1J-K13W NT110S1J-K13L

OS Windows 8.1 Update (64 bit)

CPU IntelⓇ CeleronⓇ Processor N2840 (2.16 GHz)

메모리 4GB DDR3L (4G On Board)

저장장치 SSD 128GB

ODD 없음

LCD 29.5 ㎝ HD

그래픽 IntelⓇ HD Graphics

무선통신 802.11 bgn

컬러

기타

•포트 : 1개의 USB 3.0, 1개의 USB 2.0, 총 2개의 USB지원, 1 HDMI, 1 헤드폰 출력/마이크 입력 콤보, 

 1 DC-in(전원포트) •카드슬롯 : Micro SD Multi-media Card Reader •리튬 폴리머 배터리(2 Cell, 30Wh) 

•멀티미디어 : 스테레오 스피커(2W × 2), 내장 디지털마이크, 720p HD 웹 카메라 •Bluetooth 4.0지원 

•입력장치 : 페블 키보드, 클릭패드 •사이즈(W×D×H)/무게 : 289.6 × 204.8 × 16.8 ㎜/1.2 ㎏ 

•S/W : Settings, Quick Starter,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2.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 메모리 확장 불가

감성적인 4가지 컬러에 가죽 질감의 디자인으로 

감각적인 연출이 가능합니다. 블랙, 화이트, 그린, 

핑크 컬러 중 개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함께 

제공되는 컬러 키스킨으로 디자인과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 컬러 키스킨은 노트북 색상에 맞게 1종만 제공)

풀 HDMI 포트를 지원하여 타 기기와의 연결이 

편리하고 곡선형 키캡으로 장시간 타이핑에도 

피로도가 적습니다. 2개의 2W 스피커와 

돌비 홈시어터 지원으로 노트북으로도 풍성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5세대 인텔Ⓡ 코어™ i3 프로세서로 빠르고 

스마트한 성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저장 장치인 SSD를 탑재하여 일반 HDD 

탑재 모델보다 빠른 부팅과 데이터 보관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 해당모델에 한함)

컬러로 표현하는 감성 디자인

돋보이는 사용자 편의성

인텔Ⓡ 코어™ i3 프로세서와 빠르고 안전한 SSD

삼성 노트북 M은 A4 용지보다 작은 29.5cm 

디스플레이에 16.8mm의  두께로 평상시 들고 

다니는 가방에 쏙 들어가는 크기이며, 

최대 8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배터리 탑재로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사용시간은 개인 PC 세팅 및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에 강한 가죽 느낌의 재질과 스티치 

디테일을 적용했고, 프로스트 화이트와 라이트 

블루 컬러로 감각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었습니다.

차세대 저장 장치인 SSD(Solid State Disk)를 

탑재하여, 일반 HDD 모델보다 빠른 부팅과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휴대성

가죽 느낌의 스티치 디테일

SSD 탑재로 보다 쾌적한 사용성

사은품 

증 정

사은품 

증 정행사기간 : 2015. 7. 3 ~ 2015. 9. 30

블루투스 마우스 (화이트)

※ 마우스 디자인 및 스펙은 당사 사정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마우스 디자인 및 스펙은 당사 사정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인텔 인사이드Ⓡ의 놀라운 성능

곡선형

키보드

곡선형

키보드

곡선형

키보드

곡선형

키보드

곡선형

키보드

행사기간 : 2015. 7. 3 ~ 2015. 9. 30

블루투스 마우스 (화이트)

임페리얼 
블랙

프로스트 
화이트

프로스트 
화이트

블러썸
핑크

라임
그린

라이트
블루

곡선형

키보드

곡선형

키보드

프로스트 
화이트

삼성 노트북 LCD 해상도 ·[30.9 cm] WQXGA : 2,560 × 1,600
·[33.7 cm] QHD+ : 3,200 × 1,800

·[39.6 cm, 33.7 cm]  Full HD : 1,920 × 1,080
·[43.9 cm] HD+ : 1,600 × 900

·[39.6 cm, 35.6 cm, 29.5 cm] HD : 1,366 ×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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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삼성 노트북

※ S/W 항목은 라이센스로 인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S/W와 하드웨어의 권장 드라이버는 탑재된 OS에 적합하도록 제공됩니다. 설치되지 않은 다른 사양의 OS를 위한 S/W와 하드웨어 드라이버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게는 기본 배터리 포함 기준이며 무게, 두께, LCD 밝기 및 LCD 디자인은 모델 사양과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일부 앱은 별도 판매되며, 시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앱은 별도 판매되며, 시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870Z5G 500R5K

39.6 cm 39.6 cm

모델명
NT870Z5G-X29

OS Windows 8.1 (64 bit)

CPU IntelⓇ Core™ i7-4720HQ Processor (2.6 GHz)

메모리 8GB DDR3L (8G On Board)

저장장치 SSD 256GB

ODD 없음

LCD 39.6 ㎝ 300nit FHD

그래픽 GeForce GT 750M 2GB gDDR3 (Optimus™)

유/무선통신 기가비트 LAN /
Intel 802.11 ac

컬러

기타

•포트 : 2개의 USB 3.0, 2개의 USB 2.0, 총 4개의 USB 지원(Chargeable USB 포함), 1 HDMI, 1 VGA, 

 1 헤드폰 출력/마이크 입력 콤보, 1 RJ45(랜), 1 DC-in(전원포트) •카드슬롯 : 3-in-1(SD, SDHC, SDXC) 

•리튬 폴리머 배터리(8 Cell, 91Wh) •멀티미디어 : 스테레오 스피커(4W × 2), SoundAlive™ 지원, 

 내장 듀얼 디지털 마이크, 720p HD 웹 카메라 •Bluetooth 4.0 지원 •입력장치 : 페블 키보드/숫자키

 (백라이트 지원), 클릭패드 •사이즈(W×D×H)/무게 : 376 × 249.9 × 20.9 ㎜/2.28 ㎏ 

•시큐리티 슬롯 •S/W : Settings, Quick Starter, S Player+, S PhotoStudio,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2.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인텔 무선 디스플레이를(Wireless Display) 구현하기 위해서는 HDMI 지원 TV/모니터와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 

 합니다. 단, WiDi 기술을 탑재한 모니터의 경우 별도의 어댑터 없이 인텔 무선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델명
NT500R5K-X53B NT500R5K-K58W NT500R5K-K38W

OS Windows 8.1 Update (64 bit)

CPU IntelⓇ Core™ i5-5200U Processor (2.2 GHz) IntelⓇ Core™ i3-5005U 
Processor (2.0 GHz)

메모리 8GB DDR3L (8G × 1)

저장장치 SSD 128GB

ODD 없음

LCD 39.6 ㎝ FHD Anti-Reflective

그래픽 GeForce 840M gDDR3 
2GB (Optimus™) IntelⓇ HD Graphics 5500

유/무선통신 기가비트 LAN /
802.11 ac

컬러

기타

•포트 : 1개의 USB 3.0, 2개의 USB 2.0, 1 HDMI, 1 VGA, 1 RJ45(랜), 1 헤드폰 출력/마이크 입력 콤보, 

 1 DC-in(전원포트) •카드슬롯 : 3-in-1(SD, SDHC, SDXC) 

•리튬 이온 배터리(3 Cell, 43Wh) •멀티미디어 : 스테레오 스피커(1.5W × 2), SoundAlive™ 지원, 

 내장 디지털 마이크, 내장 웹 카메라 •Bluetooth 4.0 지원 •입력장치 : 터치패드, 페블 키보드/숫자키 

•시큐리티 슬롯 •사이즈(W×D×H)/무게 : 375 × 248 × 22.9 ㎜/1.9 ㎏ 

•가방 : 제품 박스 내 포함 

•S/W : Settings, Quick Starter,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3.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메탈 소재의 LCD Back과 미네랄 애쉬 블랙의 

컬러로 고급스러움을 더하였으며, 20.9 mm 

두께를 구현하고도 Full-Performance를 내는 

노트북입니다. 또한 오토라이팅 Backlit 키보드는 

어두운 곳에서 제품의 품격을 더욱 높여줍니다.

300nit SuperBright LCD로 밝고 선명한 영상을 

즐길 수 있으며, 안티 리플랙티브(Anti-Reflective/

비반사)로 화면 반사현상과 눈의 피로감을 덜어 

줍니다. 또한 Full HD의 고해상도 지원으로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한번에 띄워놓고 작업하기 

편리합니다.

강력한 스피커(4W × 2)를 채용하여 깊고 생동감 

넘치는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디자인

뛰어난 비주얼 경험

풍부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제공하는 스피커

심플하고 매력적인 블랙, 화이트 컬러와 

키스킨으로 개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스킨은 노트북의 디자인을 돋보이게 하며,  

곡선형 키캡에 맞게 키스킨도 곡선으로 제작

되어 편리합니다. 
(※ 컬러 키스킨은 노트북 색상에 맞게 1종만 제공)

39.6 cm 대화면 Full HD 디스플레이로 영화, 

게임, 동영상 콘텐츠 감상 시 또렷하고 선명한 

영상을 즐길 수 있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한 번에 띄워놓고 작업하기에도 좋습니다.

5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와 고성능 엔비디아 

지포스 840M 그래픽으로 사진 및 동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이 보다 빠르고 스마트해집니다. 

차세대 저장 장치인 SSD를 탑재하여 일반 HDD 탑재 

모델보다 부팅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보관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 해당 모델에 한함)

심플하고 매력적인 컬러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대화면 Full HD

5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와 강력한 외장 그래픽외장형

그래픽

Turbo

Boost

곡선형

키보드

Turbo

Boost

곡선형

키보드

곡선형

키보드

사은품 

증 정

사은품 

증 정
행사기간 : 2015. 7. 3 ~ 2015. 9. 30 행사기간 : 2015. 7. 3 ~ 2015. 9. 30

전용가방,
블루투스 마우스(블랙)

유선마우스
(블랙, 제품박스에 포함)

※ 마우스 디자인 및 스펙은 당사 사정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마우스 디자인 및 스펙은 당사 사정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인텔 인사이드Ⓡ의 놀라운 성능

솔리드 
블랙

미네랄 
애쉬 블랙

마블 
화이트

마블 
화이트

솔리드 블랙

마블 화이트

외장형

그래픽

Turbo

Boost

1918



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삼성 노트북

※ S/W 항목은 라이센스로 인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S/W와 하드웨어의 권장 드라이버는 탑재된 OS에 적합하도록 제공됩니다. 설치되지 않은 다른 사양의 OS를 위한 S/W와 하드웨어 드라이버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게는 기본 배터리 포함 기준이며 무게, 두께, LCD 밝기 및 LCD 디자인은 모델 사양과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순수한 마블 화이트 컬러와 함께 더욱 얇고 모던함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사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실속형 노트북입니다.

심플하고 매력적인 화이트 컬러와 키스킨으로 개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스킨은 노트북의 디자인을 돋보이게 

하며 곡선형 키캡에 맞게 키스킨도  곡선으로 제작되어 

편리합니다.(※ 컬러 키스킨은 노트북 색상에 맞게 1종만 제공)

세련되고 심플한 매력의 솔리드 블랙 컬러와 함께 더욱 얇고 

모던함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사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실속형 노트북 입니다.

페블 키보드 부분에 컬러가 적용된 키스킨 제공으로 키보드 

보호 및 깔끔한 관리는 물론이고, 개성있는 연출도 가능합니다.

세련되고 깔끔한 슬릭 디자인(Sleek Design)

심플하고 매력적인 컬러

심플한 매력의 솔리드 블랙 컬러

개성을 살리는 키스킨

엔비디아 Gefore GT 650M 2GB 그래픽을 지원하여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은 물론 생생하고 

선명한 동영상 감상이 가능합니다.

3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 탑재로 강력한 

멀티태스킹을 즐길 수 있고, 2개의 JBL 스피커와 

맥스 베이스 부스트(Max Bass Boost) 서브우퍼로 

깊고 생동감 있는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실감 영상을 구현하는 고성능 그래픽

강력한 성능과 풍부한 사운드의 JBL 스피커

550P7C370E4J

모델명
NT550P7C-S59

OS Windows 8.1 Update (64 bit)

CPU IntelⓇ Core™ i5-3230M Processor (2.6 GHz)

메모리 8GB DDR3 (4G × 2)

저장장치 1TB

ODD Super-Multi (Dual Layer)

LCD 43.9 ㎝ HD+ Anti-Reflective

그래픽 GeForce GT 650M 2GB gDDR3 (Optimus™)

유/무선통신 기가비트 LAN /
Intel 802.11 abgn

컬러

기타

•포트 : 2개의 USB 2.0, 2개의 USB 3.0, 총 4개의 USB 지원(Chargeable USB 포함), 1 HDMI, 1 VGA, 

 1 헤드폰 출력, 1 마이크입력, 1 RJ45(랜), 1 DC-in(전원포트) •카드슬롯 : 3-in-1(SD, SDHC, SDXC) 

•리튬 이온 배터리(6 Cell, 48Wh) •멀티미디어 : JBL 스테레오 스피커(2W × 2), 서브 우퍼(5W), 

 SoundAlive™ 지원, 내장 마이크, 130만 화소 HD 웹 카메라 탑재 •Bluetooth 4.0 지원 

•입력장치 : 페블 키보드/숫자키, 터치패드 •사이즈(W×D×H)/무게 : 408.3 × 269.9 × 29.2 ~ 32.2 ㎜/2.99 ㎏ 

•가방 : 제품 박스 내 포함 •S/W : Settings, Quick Starter, S Player+, S PhotoStudio,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인텔 무선 디스플레이를(Wireless Display) 구현하기 위해서는 HDMI 지원 TV/모니터와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단, WiDi 기술을 탑재한 모니터의 경우 별도의 어댑터 없이 인텔 무선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델명 NT370E4J-K11

OS Windows 8.1 Update (64 bit)

CPU IntelⓇ CeleronⓇ Processor N2840 (2.16 GHz)

메모리 2GB DDR3L (2G X 1)

저장장치 500GB

ODD 없음

LCD 35.6 ㎝ HD LED Anti-Reflective

그래픽 IntelⓇ HD Graphics

유/무선통신 Fast Ethernet /
802.11 bgn

컬러

기타

•포트 : 1개의 USB 3.0, 2개의 USB 2.0, 1 HDMI, 1 VGA, 1 RJ45(랜), 1 헤드폰 출력/마이크 입력 콤보, 

 1 DC-in(전원포트) •카드슬롯 : 3-in-1(SD, SDHC, SDXC) •리튬 이온 배터리(6 Cell, 48Wh) 

•멀티미디어 : 스테레오 스피커(1.5W × 2), SoundAlive™ 지원, 내장 디지털 마이크, 내장 웹 카메라 

• Bluetooth 4.0 지원 •입력장치 : 터치패드, 페블 키보드 

•시큐리티 슬롯 

•사이즈 (W×D×H)/무게 : 336 × 235.8 × 26.4 ~ 31.2 ㎜/2.2 ㎏ •가방 : 없음 

•S/W : Settings, Quick Starter,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3.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실버

43.9 cm

39.6 cm39.6 cm

35.6 cm
행사기간 : 2015. 7. 3 ~ 2015. 9. 30

무선마우스
(브라운, 제품박스에 포함)

사은품 

증 정

※ 마우스 디자인 및 스펙은 당사 사정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500R5H
모델명

NT500R5H-K21W

OS Windows 8.1 Update (64 bit)

CPU IntelⓇ PentiumⓇ Processor 3805U (1.9 GHz)

메모리 8GB LPDDR3 (8G On Board)

저장장치 500GB

ODD 없음

LCD 39.6 ㎝ HD Anti-Reflective

그래픽 IntelⓇ HD Graphics

유/무선통신 기가비트 LAN /
802.11 ac

컬러

기타

•포트 : 1개의 USB 3.0, 2개의 USB 2.0, 1 HDMI, 1 VGA, 1 RJ45(랜), 1 헤드폰 출력/마이크 입력 콤보, 

 1 DC-in(전원포트) •카드슬롯 : 3-in-1(SD, SDHC, SDXC) 

•리튬 이온 배터리(3 Cell, 43Wh) 

•멀티미디어 : 스테레오 스피커(1.5W × 2), SoundAlive™ 지원, 내장 디지털 마이크, 내장 웹 카메라 

•Bluetooth 4.0 지원 •입력장치 : 터치패드, 페블 키보드/숫자키 

•시큐리티 슬롯 •사이즈(W×D×H)/무게 : 375 × 248 × 22.9 ㎜/2.0 ㎏ 

•가방 : 제품 박스 내 포함 

•S/W : Settings, Quick Starter,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3.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사은품 

증 정
행사기간 : 2015. 7. 3 ~ 2015. 9. 30

유선마우스
(블랙, 제품박스에 포함)

※ 마우스 디자인 및 스펙은 당사 사정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곡선형

키보드

마블 
화이트

270E5J

모델명
NT270E5J-KSAM

OS Windows 8.1 (64 bit)

CPU IntelⓇ PentiumⓇ Processor 3558U (1.7 GHz)

메모리 4GB DDR3L (4G × 1)

저장장치 SSD 128GB

ODD Super-Multi (Dual Layer)

LCD 39.6 ㎝ HD Anti-Reflective

그래픽 IntelⓇ HD Graphics

유/무선통신 Fast Ethernet /
802.11 bgn

컬러

기타

•포트 : 3개의 USB 2.0, 1 HDMI, 1 VGA, 1 헤드폰 출력/마이크 입력 콤보, 1 RJ45(랜), 1 DC-in(전원포트) 

•카드슬롯 : 3-in-1(SD, SDHC, SDXC) •리튬 이온 배터리(6 Cell, 48Wh) 

•멀티미디어 : 스테레오 스피커(1.5W × 2), SoundAlive™ 지원, 내장 디지털 마이크, 720p HD 웹 카메라 

•Bluetooth 4.0 지원 •시큐리티 슬롯 

•입력장치 : 페블 키보드/숫자키, 터치패드 

•사이즈(W×D×H)/무게 : 376 × 248 × 25.2 ~ 31.8 ㎜/2.2 ㎏ 

•가방 : 제품 박스 내 포함 

•S/W : Settings, Quick Starter,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2.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솔리드 
블랙

마블 
화이트

행사기간 : 2015. 7. 3 ~ 2015. 9. 30

유선마우스
(블랙, 제품박스에 포함)

사은품 

증 정

※ 마우스 디자인 및 스펙은 당사 사정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인텔 인사이드Ⓡ의 놀라운 성능

HD39.6cm 대화면 HD 디스플레이에 안티 리플랙티브

(Anti-Reflective/비반사)로 화면 반사현상과 눈의 

피로감을 덜어 줍니다. 

조약돌 모양의 페블 키보드는 부드러운 타이핑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대화면 디스플레이

페블 키보드로 편의성 향상

외장형

그래픽

Turbo

Boost

2120



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삼성 올인원

※ S/W 항목은 라이센스로 인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S/W와 하드웨어의 권장 드라이버는 탑재된 OS에 적합하도록 제공됩니다. 설치되지 않은 다른 사양의 OS를 위한 S/W와 하드웨어 드라이버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게는 기본 배터리 포함 기준이며 무게, 두께, LCD 밝기 및 LCD 디자인은 모델 사양과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스크린은 물론이고 뒷면과 스탠드까지 커브드 라인으로 

디자인되어 고급스러운 메탈릭 데코 소재와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커브드 스크린은 4000R 곡률로 휘어져 

측면과 중앙부에서 눈에 도달하는 거리가 거의 같아 더욱 

편안한 시청경험을 제공합니다. (※ 자사 실험치. 정면시청 기준)

부팅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어플로 올인원PC의 

블루투스를 켜서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2개의 10W 스테레오 스피커와 돌비 

홈시어터 지원으로 스마트폰으로 느낄 수 없었던 깊고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 Galaxy Apps에서 Bluetooth Music Play 어플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 IR이 내장되어 있는 삼성 스마트폰만 지원합니다.)

상하좌우 178도의 광시야각, Full HD 해상도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명하고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TV 기능을 탑재하여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고 예약녹화까지 가능합니다.

5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  탑재로 빠르고, Full HD 

웹 카메라로 화상전화나 채팅 시 가족이나 친구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HDMI  in/out 포트로 게임기, 

캠코더, 카메라 등 멀티미디어 기기와 연결하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모델에 한함)

업계 최초 커브드 올인원PC

700A7K 68.6 cm

모델명
DM700A7K-K58 DM700A7K-K24

OS Windows 8.1 Update (64 bit)

CPU IntelⓇ Core™ i5-5200U Processor (2.2 GHz) IntelⓇ PentiumⓇ Processor 3805U (1.9 GHz)

메모리 8GB LPDDR3 (8G On Board) 4GB LPDDR3 (4G On Board)

저장장치 SSD 128GB + HDD 1TB 500GB

ODD 없음

LCD 68.6 ㎝ Curved Full HD (1920 × 1080)

그래픽 IntelⓇ HD Graphics 5500 IntelⓇ HD Graphics

유/무선통신 기가비트 LAN/
802.11 ac

컬러

기타

러스티
블랙

러스티
블랙

편안한 몰입감을 선사하는 커브드 디자인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Full HD 광시야각 디스플레이

블루투스 뮤직플레이 3.0으로 즐기는 사운드

5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포트 : 2개의 USB 3.0(Chargeable USB 포함), 2개의 USB 2.0, 1 헤드폰 출력/마이크 입력 콤보, 

 1 DC-in(전원포트), 1 HDMI-in/out, 1 RJ45(랜) 

•카드 슬롯 : 3-in-1(SD, SDHC, SDXC) 

•Bluetooth 4.0 지원 •무선 키보드/무선 마우스 제공 •시큐리티 슬롯 

•사이즈(W×D×H)/무게 : 638.8 × 230.3 × 457.7 ㎜/10 ㎏ 

•멀티미디어 : 1080p FHD 웹 카메라, 내장 디지털 마이크, 디지털 TV 카드, 리모컨, 

 스테레오 스피커(10W × 2), Dolby Home TheaterⓇ 

•S/W : Settings, Quick Starter, S Player+, S PhotoStudio, ATIV TV,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3.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사 은 품 

증 정
행사기간 : 2015. 7. 3 ~ 2015. 9. 30

한컴오피스 + 이지포토3 패키지

※일부 앱은 별도 판매되며, 시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텔 인사이드Ⓡ의 놀라운 성능

Turbo

Bo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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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삼성 올인원

※ S/W 항목은 라이센스로 인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S/W와 하드웨어의 권장 드라이버는 탑재된 OS에 적합하도록 제공됩니다. 설치되지 않은 다른 사양의 OS를 위한 S/W와 하드웨어 드라이버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게는 기본 배터리 포함 기준이며 무게, 두께, LCD 밝기 및 LCD 디자인은 모델 사양과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일부 앱은 별도 판매되며, 시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앱은 별도 판매되며, 시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700A4J 500A2J

61 cm 54.7 cm

모델명 DM700A4J-KN34 DM700A4J-KN26

OS Windows 8.1 (64 bit)

CPU IntelⓇ Core™ i3-4160T Processor (3.1 GHz) IntelⓇ PentiumⓇ Processor G3250T (2.8 GHz)

메모리 4GB DDR3L (4G × 1)

저장장치 SSD 128GB + HDD 500GB 500GB

ODD 없음

LCD 61 ㎝ Full HD (1920 × 1080)

그래픽 IntelⓇ HD Graphics 4400 IntelⓇ HD Graphics

유/무선통신 기가비트 LAN /
802.11 ac

컬러

기타

•Chipset : H81 •포트 : 2개의 USB 3.0, 2개의 USB 2.0 지원(Chargeable USB 포함), 

 1 헤드폰 출력/마이크 입력 콤보, 1 HDMI in/out, 1 RJ45(랜), 1 DC-in(전원포트) 

•멀티카드 슬롯 : 3-in-1(SD, SDHC, SDXC) 

•Bluetooth 4.0 지원 •무선 키보드/마우스 제공 

•사이즈(W×D×H)/무게 : 575.4 × 168.4 × 418.1 ㎜/7.25 ㎏ 

•멀티미디어 : 2.2채널 스피커(7W+트위터)×2, 720p HD 웹 카메라, Dolby Home TheaterⓇ 지원, 

 내장 듀얼 디지털 마이크, 디지털 TV 카드, 리모컨 

•S/W : Settings, Quick Starter, S Player+, S PhotoStudio, ATIV TV,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2.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모델명 DM500A2J-K28TV DM500A2J-K14TV

OS Windows 8.1 Update (64 bit)

CPU IntelⓇ PentiumⓇ Processor 3558U 
(1.7 GHz)

IntelⓇ CeleronⓇ Processor 2957U 
(1.4 GHz)

메모리 8GB DDR3L (4G × 2) 4GB DDR3L (4G × 1)

저장장치 1TB 500GB

ODD 없음

LCD 54.7 ㎝ Full HD (1920 × 1080)

그래픽 IntelⓇ HD Graphics

유/무선통신 기가비트 LAN /
802.11 bgn

컬러

기타

•포트 : 2개의 USB 3.0, 2개의 USB 2.0 지원(Chargeable USB 포함), 1 헤드폰 출력/마이크 입력 콤보, 

 1 HDMI in/out, 1 RJ45(랜), 1 DC-in(전원포트) 

•멀티카드 슬롯 : 3-in-1(SD, SDHC, SDXC) 

•Bluetooth 4.0 지원 •무선 키보드/마우스 제공(K28TV에 한함) •유선 키보드/마우스 제공(K14TV에 한함)

•사이즈(W×D×H)/무게 : 524.1 × 151.0 × 382.8 ㎜/5.6 ㎏ 

•멀티미디어 : 스테레오 스피커(4W × 2)/트위터, 720p HD 웹 카메라, SoundAlive™ 지원, 

 내장 디지털 마이크, 디지털 TV 카드, 리모컨 •S/W : Settings, Quick Starter, S Player+, S PhotoStudio,  

 ATIV TV,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2.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깔끔한 화이트 컬러에 가장자리의 메탈 데코 

프레임이 더해져 감각적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처럼 

멋스러워 공간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해 줍니다.

상하좌우 178도의 광시야각, Full HD 해상도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TV 기능을 

탑재하여 실시간 방송 시청이나 예약 녹화까지 

가능합니다. HDMI in/out 포트로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며, 부팅 없이 전면부 

Source 버튼으로 다른 IT 기기를 연결하여 

듀얼 모니터로 쓸 수 있습니다.

4세대 인텔Ⓡ 코어™ i3 프로세서 탑재로 빠르고,

블루투스 뮤직플레이 3.0 지원으로 부팅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어플로 올인원PC의 블루투스를 켜서 스마트폰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 해당 모델에 한함)

(※ Galaxy Apps에서 Bluetooth Music Play 어플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 IR이 내장되어 있는 삼성 스마트폰만 지원합니다.)

감각적이고 깔끔한 화이트룩

광시야각 대화면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강력한 성능과 블루투스 뮤직플레이 3.0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화이트 색상은 세련된 

인상을 더해주며,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HDTV 기능을 탑재하여 실시간 디지털TV 시청이 

가능하고 일시정지 기능, 예약 녹화 기능이 있어 

보고 싶은 방송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으로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PC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EQ 조정이 가능한 사운드얼라이브

(SoundAlive™)와 스테레오 스피커(4W×2/트위터)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깊고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심플하고 깔끔한 화이트룩

실시간 디지털 TV 시청 및 예약녹화 시청

블루투스 뮤직플레이 1.0

인텔 인사이드Ⓡ의 놀라운 성능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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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삼성 데스크탑

※ S/W 항목은 라이센스로 인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S/W와 하드웨어의 권장 드라이버는 탑재된 OS에 적합하도록 제공됩니다. 설치되지 않은 다른 사양의 OS를 위한 S/W와 하드웨어 드라이버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게는 기본 배터리 포함 기준이며 무게, 두께, LCD 밝기 및 LCD 디자인은 모델 사양과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일부 앱은 별도 판매되며, 시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00T4A 500S4A
모델명

DM500T4A-A73 DM500T4A-A53

OS Windows 8.1 (64 bit)

CPU IntelⓇ Core™ i7-4790 Processor (3.6 GHz) IntelⓇ Core™ i5-4590 Processor (3.3 GHz)

메모리 8GB DDR3 (4G × 2)

저장장치 SSD 128GB + HDD 1TB 1TB

ODD Super-Multi

그래픽 GeForce GTX 750 Ti 2GB
(DVI-I, DVI-D, HDMI, DP)

GeForce GT 720 2GB 
(D-sub, DVI-D, HDMI)

유/무선통신 기가비트 LAN /
802.11 bgn

기타

•Chipset : H81 •포트 : 전면 2개의 USB 3.0, 후면 6개의 USB 2.0 지원 

•5.1채널 아날로그 사운드 지원 

•1 헤드폰 출력, 1 마이크 입력, 1 RJ45(랜) •키보드(키스킨 포함)/마우스 제공 

•멀티카드 슬롯 : 11-in-1(SD, mini SD*, micro SD*, SDHC, mini SDHC*, micro SDHC*, SDXC, micro SDXC*, 

 SDHC UHS-I, SDXC UHS-I, micro SDXC UHS-I*) *해 당 카드는 연결 시 전용 어댑터 필요 

•Super-Multi : DVD+R/RW/RAM 재생 기록 가능 •S/W : Settings, Quick Starter(Download), S Player+,  

 S PhotoStudio,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2.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 모니터 별매

모델명
DM500S4A-A53

OS Windows 8.1 (64 bit)

CPU IntelⓇ Core™ i5-4590 Processor (3.3 GHz)

메모리 8GB DDR3 (4G × 2)

저장장치 1TB

ODD Super-Multi

그래픽 GeForce GT 720 2GB (D-sub, DVI-D, HDMI)

유/무선통신 기가비트 LAN /
802.11 bgn

기타

•Chipset : H81 •포트 : 전면 2개의 USB 3.0, 후면 6개의 USB 2.0 지원 

•5.1채널 아날로그 사운드 지원 

•1 헤드폰 출력, 1 마이크 입력, 1 RJ45(랜) •키보드(키스킨 포함)/마우스 제공 

•멀티카드 슬롯 : 11-in-1(SD, mini SD*, micro SD*, SDHC, mini SDHC*, micro SDHC*, SDXC, 

 micro SDXC*, SDHC UHS-I, SDXC UHS-I, micro SDXC UHS-I*) *해당 카드는 연결 시 전용 어댑터 필요 

•Super-Multi : DVD+R/RW/RAM 재생 기록 가능 •S/W : Settings, Quick Starter(Download), S Player+,  

 S PhotoStudio,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2.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 모니터 별매

무광의 블랙 바디는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측면의 라운딩이 감각을 더해줍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키보드는 편안한 키감으로 

작업을 효율적으로 만들며 우측 상단에 전원 

버튼이 있어 빠르고 손쉽게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4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탑재로 강력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엔비디아 GeForce GTX 750 

Ti 2GB 그래픽 카드로 비주얼의 몰입감을 더합니다. 

듀얼스토리지 SSD 128GB와 HDD 1TB로 빠른  

부팅속도와 넉넉한 저장공간을 제공합니다. 
(※해당 모델에 한함)

시크한 블랙의 견고한 디자인

스마트한 홈클라우드, 삼성 링크

강력한 성능과 빠른 스피드

감각적인 메탈 느낌의 실버 컬러와 슬림한 두께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키보드는 편안한 키감으로 

작업을 효율적으로 만들며 우측 상단에 전원 

버튼이 있어 빠르고 손쉽게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4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 탑재로 강력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엔비디아 GeForce GT 720 

2GB 그래픽 카드 탑재로 비주얼의 몰입감을 

더합니다. HDD 1TB로 넉넉한 저장공간을 제공합니다.

메탈릭 실버의 슬림한 디자인

스마트한 홈클라우드, 삼성 링크

강력한 성능과 빠른 스피드

인텔 인사이드Ⓡ의 놀라운 성능 인텔 인사이드Ⓡ의 놀라운 성능

타워형 슬림형

사은품 

증 정행사기간 : 2015. 7. 3 ~ 2015. 9. 30

스피커

※ 스피커 디자인 및 스펙은 당사 사정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사은품 

증 정행사기간 : 2015. 7. 3 ~ 2015. 9. 30

스피커

※ 스피커 디자인 및 스펙은 당사 사정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외장형

그래픽

외장형

그래픽
외장형

그래픽

삼성 링크를 통해 데스크탑의 저장 공간을 홈클라우드 

서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PC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어(Remote wake-up) 삼성링크 

지원 모바일 기기와 데스크탑 사이의 콘텐츠 공유가 

더욱 편리해 집니다. 
(※단, Remote wake-up 기능은 유선랜 연결 시 사용 가능)

삼성 링크를 통해 데스크탑의 저장 공간을 홈클라우드 

서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PC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어(Remote wake-up) 삼성링크 

지원 모바일 기기와 데스크탑 사이의 콘텐츠 공유가 

더욱 편리해 집니다. 
(※단, Remote wake-up 기능은 유선랜 연결 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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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삼성 데스크탑

※ S/W 항목은 라이센스로 인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S/W와 하드웨어의 권장 드라이버는 탑재된 OS에 적합하도록 제공됩니다. 설치되지 않은 다른 사양의 OS를 위한 S/W와 하드웨어 드라이버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게는 기본 배터리 포함 기준이며 무게, 두께, LCD 밝기 및 LCD 디자인은 모델 사양과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300S3B 301S3B
모델명

DM300S3B-B35 DM300S3B-B34L
DM300S3B-B13L

OS Windows 8.1 (64 bit)

CPU IntelⓇ Core™ i3-4150 Processor (3.5 GHz) IntelⓇ PentiumⓇ Processor 
G3240 (3.1 GHz)

메모리 8GB DDR3 (4G × 2) 6GB DDR3 (4G + 2G)

저장장치 500GB 1TB

ODD Super-Multi

그래픽 GeForce GT 720 2GB 
(D-sub, DVI-D, HDMI)

IntelⓇ HD Graphics 4400 
(D-sub, DVI-D)

GeForce GT 705 1GB 
(D-sub, DVI-I, HDMI)

유/무선통신 기가비트 LAN /
802.11 bgn

기타

•Chipset : H81 •포트 : 전면 2개의 USB 2.0, 후면 2개의 USB 3.0, 4개의 USB 2.0 지원 

•5.1채널 아날로그 사운드 출력 •헤드폰 출력/마이크 입력, RJ45(랜) 

•키보드(키스킨 포함)/마우스 제공 •멀티카드 슬롯 : 11-in-1(SD, mini SD*, micro SD*, SDHC, 

 mini SDHC*, micro SDHC*, SDXC, micro SDXC*, SDHC UHS-I, SDXC UHS-I, micro SDXC UHS-I*) 

 *해당 카드는 연결 시 전용 어댑터 필요 

•Super Multi : DVD+R/RW/RAM 재생 기록 가능 •S/W : Settings, Quick Starter(Download), 

 S Player+, S PhotoStudio,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2.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모니터 별매 

모델명 DM301S3B-B14

OS Windows 8.1 (64 bit)

CPU IntelⓇ PentiumⓇ Processor G3240 (3.1 GHz)

메모리 4GB DDR3 (4G × 1)

저장장치 500GB

ODD Super-Multi

그래픽 IntelⓇ HD Graphics (D-sub, DVI-D)

유/무선통신 기가비트 LAN /
802.11 bgn

기타

•Chipset : H81 •포트 : 전면 2개의 USB 2.0, 후면 2개의 USB 3.0, 4개의 USB 2.0 지원 

•5.1채널 아날로그 사운드 출력 •헤드폰 출력/마이크 입력, RJ45(랜) 

•키보드(키스킨 포함)/마우스 제공 •멀티카드 슬롯 : 11-in-1(SD, mini SD*, micro SD*, SDHC, 

 mini SDHC*, micro SDHC*, SDXC, micro SDXC*, SDHC UHS-I, SDXC UHS-I, micro SDXC UHS-I*) 

 *해당 카드는 연결 시 전용 어댑터 필요 

•Super Multi : DVD+R/RW/RAM 재생 기록 가능 •S/W : Settings, Quick Starter(Download), S Player+,  

 S PhotoStudio, Support Center, SW Update, Recovery, SamsungLink, SideSync 2.0, 

 Microsoft Office Trial, Adobe Photoshop Elements 11 

※모니터 별매

개성있고 심플한 전면 투톤 디자인과 부드러운 

선의 조화로 책상을 더욱 세련되게 연출해 

드립니다. 슬림 스타일의 키보드는 하이그로시 

적용으로 책상을 더욱 세련되게 연출해 줍니다.

4세대 인텔Ⓡ 코어™ i3 프로세서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엔비디아 GeForce GT 720 그래픽 카드 

탑재로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은 물론 

생생하고 선명한 동영상 감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모델에 한함)

감각적인 전면 투톤 디자인

합리적 성능과 고성능 그래픽

빠른 전송과 향상된 안정성의 USB 3.0(후면 2개), 

무선랜(802.11 bgn) 지원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의 데이터 공유가 간편해지며 슬림해진 키보드 

키캡으로 편안한 키감은 물론 키보드 우측 상단의 

전원버튼으로 데스크탑을 쉽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USB 3.0, 무선랜, 키보드 전원 버튼으로 편의성 향상

인텔 인사이드Ⓡ의 놀라운 성능

슬림형 슬림형

외장형

그래픽

외장형

그래픽

사은품 

증 정행사기간 : 2015. 7. 3 ~ 2015. 9. 30

스피커

※ 스피커 디자인 및 스펙은 당사 사정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  해당모델에 한함

개성있고 심플한 전면 투톤 디자인과 부드러운 

선의 조화로 책상을 더욱 세련되게 연출해 

드립니다. 슬림 스타일의 키보드는 하이그로시 

적용으로 책상을 더욱 세련되게 연출해 줍니다.

빠른 전송과 향상된 안정성의 USB 3.0(후면 2개), 

무선랜(802.11 bgn) 지원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의 데이터 공유가 간편해지며 슬림해진 키보드 

키캡으로 편안한 키감은 물론 키보드 우측 상단의 

전원버튼으로 데스크탑을 쉽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전면 투톤 디자인

USB 3.0, 무선랜, 키보드 전원 버튼으로 편의성 향상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탑재로 인터넷 브라우징, 

사진 및 동영상 편집, 소셜 네트워킹 등을 보다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성능

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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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모니터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눈에 맞춘 곡면으로 편안함을 보다

삼성 커브드 모니터 SE790C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삼성 모니터 삼성 모니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IDEA 2011•G-MARK 2011 •IDEA 2012•CNET 2012

•Mashable 2012 •PRAD.de

•CES 2013 •INNOVATIONS 2014 •INNOVATIONS 2015

1981 DA-112B
삼성전자 최초의 모니터

2006 XL20/XL24

RGB LED 적용 세계 최초 고해상도 모델

2009 2233RZ

120 Hz active 방식의 3D 모니터

1999 ML15NS/ML17NS
LCD MFM 모니터

1985 2M2057
삼성전자 최초의 실상품화 모니터

1998 700FT
완전평면 CRT 모니터

1991 CSL1671
CAD용 최초의 모니터

2008 T190/T220
세계최초 이중사출기술로 ToC 디자인 적용

2008 LD220
Ubysync(USB 기술) 적용

2011 T27A950
금속재질 사용의 비대칭형 디자인 3D 모니터

2014 UD970
세계최초 11가지 컬러모드 지원 UHD 모니터

세계최초 Quad PBP 적용 모니터

세계최초 Adobe RGB 99.5% 지원

2002 175W
Dual Hinge 적용 모니터

2005 770P
Triple Hinge 적용 모니터

2005 40 SERIES
싱크마스터 최초

단일 시리즈 1,000만대 판매

2011 2012 2013 2014 2015
SA750 SA/TA950 SB970 TB750 SC750 SD590C SE7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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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모니터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모델명
S34E790C

화면크기 86.4 cm 

밝기 300 cd/m₂

명암비 Mega ∞ DCR (Static 3,000:1)

응답속도 4 ms (GTG) 

시야각  178°/178° 

최대해상도 3,440 × 1,440

비율 21:9 

색상

기타

•Interface : Display Port, HDMI×2, 헤드폰, USB Hub

• 기타기능 : Game Mode, Flicker Free, Eco Saving, Off Timer, Image Size,  

Samsung Magic Bright, Sound Mode

세계 최고 수준의 3000R 곡률로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콘텐츠 감상이 가능합니다. 

정면 시청시 화면 중앙과 가장자리 시청 

거리차를 최소화 하여 더욱 편안한 콘텐츠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 자사 실험치)

커브드 화면을 통한 눈의 편안함과 깊이있는 몰입감

상하/좌우 다양한 각도에서 보아도 화면 왜곡을 

최소화 하여 정면에서 보듯 또렷합니다. 

3000:1 명암비로 콘텐츠를 보다 또렷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178˚ 광시야각과 뛰어난 명암비의 선명한 화질

2개의 7 W 스테레오 스피커로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깊고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원터치 한 번으로 최적화된 밝기와 명암비를 

간편하게 설정하는 게임모드, DP포트, HDMI의 

연결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최적화된 모니터

SE790C

86.4 cm
(21:9)

80.1 cm
(16:9)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삼성 커브드 모니터 SE590C삼성 커브드 모니터 SE790C

모델명
S32E590C

화면크기 80.1 cm 

밝기 350 cd/m₂

명암비 Mega ∞ DCR (Static 5,000:1)

응답속도 4 ms (GTG) 

시야각  178°/178° 

최대해상도 1,920 × 1,080 (Full HD)

비율 16:9 

색상

기타

•Interface : Display Port, HDMI×2, 헤드폰 

•기타기능 : Eco Saving Plus,   

    Eye Saver Mode, Flicker Free, Image Size, Game Mode, Samsung Magic Bright

SE590C

BlackBlack High Glossy

정면 시청시 화면 중앙과 가장자리 시청 

거리차를 최소화 하여 시선이 정면에서부터 

화면 가장자리까지 자연스럽게 일치하고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어 더 편안하게 

화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커브드 화면을 통한 눈의 편안함과 깊이있는 몰입감

5,000:1 명암비와  350 cd/㎡의 뛰어난 

화면 밝기, 178° 광시야각으로 더욱 

놀라운 시청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도 선명하고 뛰어난 화질

버튼 터치 한번으로 설정 가능한 눈 보호 모드는 

청색광을 줄여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깜빡임까지 

개선하여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어 장시간 

모니터를 사용하는 업무 환경에서도 편안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장시간 작업도 걱정 없는 눈 보호 모드/플리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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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모니터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모델명 U32D970

화면크기 80.1 cm

밝기 350 cd/m₂

명암비 Mega ∞ DCR (Static 1,000:1)

응답속도 8 ms (GTG) 

시야각  178°/178° 

최대해상도 3,840 × 2,160 (UHD)

비율 16:9

색상

기타
•Interface : Dual Link DVI, Display Port 2, 헤드폰, USB hub

• 기타기능 : Quad & Dual Windows PBP, PIP 2.0, Eco Saving, Off Timer, Image Size,  

USB Super-charging, UHD Up-Scaling, OSD Auto Rotate

모델명
T27D590C

화면크기 68.5 cm 

밝기 300 cd/m₂

명암비 Mega∞ DCR (Static 3,000:1)

응답속도 5 ms (GTG)

시야각 178°/178°

최대해상도 1,920 × 1,080 (Full HD)

비율 16:9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색상

기타

•Interface : D-Sub, HDMI×2, RF 입력, USB, 컴포넌트 입력, 컴포지트 입력, 음성입력, 헤드폰

• 기타기능 : Sports Mode, MHL, Connect Share™(USB 2.0),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EPG),  

OSD 지원언어 (한국어, 영어), Anynet+ (HDMI-CEC), 자막 지원, 

    PIP+ (Picture in Picture Plus+)

UD970

80.1 cm
(16:9)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59.8 cm
(16:9)

SE510C
모델명

S24E510C

화면크기 59.8 cm

밝기 250 cd/m₂

명암비 Mega∞ DCR (Static 3,000:1)

응답속도 4 ms (GTG)

시야각 178°/178°

최대해상도 1,920 × 1,080 (Full HD)

비율 16:9 

색상

기타
•Interface : D-Sub, HDMI

• 기타기능 : Eco Saving Plus, Eye Saver Mode, Flicker Free, Image Size,  

Game Mode, Samsung Magic Bright, Magic Upscale, Sound Mode

삼성 커브드 모니터 SE510C

삼성 커브드 TV모니터 TD590C 68.5 cm
(16:9)

정면 시청시 화면 중앙과 가장자리 시청 거리차를 

최소화 하여 시선이 정면에서부터 화면 가장자리까지 

자연스럽게 일치하고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어 

더 편안하게 화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커브드 화면을 통한 눈의 편안함과 깊이있는 몰입감

스크린, 스탠드, 바디의 곡선과 스탠드의 미니멀한 

디자인, 깔끔한 후면 디자인 등 세련됨을 더하였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의 미니멀 디자인과 세련된 메탈릭 스탠드

TD590C

게임에 최적화된 게임모드, 4 ms의 빠른 응답속도로 

더욱 실감나고 선명하게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자사실험치)

엔터테인먼트에 최적화된 모니터

정면 시청시 화면 중앙과 가장자리 시청 거리차를 

최소화 하여 시선이 정면에서부터 화면 가장자리까지 

자연스럽게 일치하고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어 더 편안하게

화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커브드 화면을 통한 눈의 편안함과 깊이있는 몰입감

풀HD보다 최대 4배 더 높은 해상도로 

풍부한 컬러와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사 기존 모니터보다 약 64배 많은 

10억개의 컬러 표현으로 우수한 화질과 깊고 

풍부한 화질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자사 실험치)

인쇄 표준 색영역인 AdobeRGB 99.5% 및 

True 10bit 출력으로 보다 넓고 섬세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 자사 실험치)

UHD로 풀HD보다 최대 4배 더 생생한 리얼 화질

10억개의 컬러로 생생한 색상 표현(sRGB 100%)

전문 그래픽용 AdobeRGB 99.5% (Typical)등 전문가용 컬러모드

삼성 UHD 모니터 UD970

Black Matt Black & Dark Silver

Black High Glossy (Front Hair-line) 

일반 Full HD 삼성 UHD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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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모니터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모델명 T27D590 T24D590

화면크기 68 cm 59 cm 

밝기 300 cd/m₂ 250 cd/m₂

명암비 Mega∞ DCR (Static 1,000:1)

응답속도 5 ms (GTG)

시야각 178°/178°

최대해상도  1,920 × 1,080 (Full HD)

비율 16:9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색상

기타

•I nterface : D-Sub, HDMI×2, RF입력, USB, 컴포넌트 입력 (Y/Pb/Pr), 

    컴포지트 입력, 음성입력, 헤드폰 

• 기타기능 : Sports Mode, MHL, Connect Share™ (USB 2.0),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EPG), Anynet+ (HDMI-CEC), 자막 지원, 

 PIP+ (Picture in Picture Plus+)

모델명 S32D850

화면크기 81.2 cm

밝기 300 cd/m₂

명암비 Mega ∞ DCR (Static 3,000:1)

응답속도 5 ms (GTG) 

시야각  178°/178° 

최대해상도 2,560 × 1,440 (WQHD)

비율 16:9

색상  

기타

•Interface : HDMI, 음성입력, 헤드폰, Dual Link DVI, Display Port 

• 기타기능 : Eco Saving, Samsung Magic Bright3, Off Timer, Image Size,  

PIP 2.0, PBP, USB Super-charging, Magic Up-scaling, 

Eco Light Sensor, OSD Auto Rotate, Game Mode

UE590
69.8 cm

(16:9)

59.8 cm
(16:9)

178°의 시야각으로 상하/좌우 다양한 각도에서 보아도 

화면 왜곡을 최소화 하여 정면에서 보듯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상하/좌우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광시야각

81.2 cm
(16:9)

풀HD (1,920 × 1,080) 대비 약 1.8배 높은 

해상도 (2,560 × 1,440)로 더 넓은 작업환경과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여 여러 개의 창을 열고

작업하는 사무환경에 적합합니다.

PIP 2.0은 기존 PIP 방식과는 달리 HD (720p) 

고화질을 표현하고 상하좌우 위치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PC 작업과 동시에 멀티미디어, 게임 등 

다른 콘텐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당사 기존 모니터 대비 약 64배나 증가된 

10억 컬러를 지원하고 sRGB 재현률 또한 

100%로 디지털카메라, 스캐너 등에서 만들어진 

원본 색상을 충실히 재현합니다. (※ 자사 실험치)

WQHD로 풀HD보다 약 1.8배 더 선명한 리얼 화질

HD급 화질의 PIP 2.0 (Picture in Picture)

10억개의 컬러로 생생한 색상 표현 (sRGB 100%)

모델명
T28E313 T24E313

화면크기 69.8 cm 59.8 cm 

밝기 250 cd/m₂

명암비 Mega∞ DCR (Static 1,200:1) Mega∞ DCR (Static 3,000:1)

응답속도 8 ms (GTG)

시야각 178°/178°

최대해상도  1,366 × 768

비율 16:9 

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

색상

기타

 • Interface : HDMI×2, RF입력, USB, 컴포넌트 입력(Y/Pb/Pr), 

컴포지트 입력(AV), 디지털 오디오 출력(Optical) 

• 기타기능 : Sports Mode, Digital Clean View, Game Mode,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자막 지원, ConnectShare™ (USB 2.0)

PC작업을 할 때는 모니터로, 방송 시청을 할 때는 

TV로 볼 수 있는 HD화질의 TV겸용 모니터로,

스튜디오나 기숙사 같은 작은 생활 공간에서 

활용하기에 효율적입니다.

PC작업과 TV시청까지 하나로!

SD850

삼성 WQHD 모니터 SD850

삼성 TV모니터 TE313

TE313

BlackMatt Black & Titanium Silver

68 cm
(16:9)

59 cm
(16:9)

PC 작업을 할 때는 모니터로, 방송 시청을 할 때는 TV로! 

리모컨으로 채널/볼륨 조정은 물론, 두개의 창으로 

PC작업과 TV시청이 동시에도 가능하며 창의 위치와 

크기도 간편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한대로 PC작업과 TV시청까지!

178°의 시야각으로 상하/좌우 다양한 각도에서 보아도 

화면 왜곡을 최소화 하여 정면에서 보듯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상하/좌우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광시야각

삼성 TV모니터 TD590

TD590

Black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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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모니터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모델명 S27D595

화면크기 68 cm 

밝기 300 cd/m₂

명암비 Mega∞ DCR (Static 1,000:1)

응답속도 5 ms (GTG)

시야각 178°/178°

최대해상도  1,920 × 1,080 (Full HD)

비율 16:9 

색상

기타
•Interface : D-sub, HDMI×2, Audio Out  
•기타기능 : Game mode, Magic Upscale, Eco Saving, Off Timer, Image Size

모델명
S24E360

화면크기 59.8 cm 

밝기 250 cd/m₂

명암비 Mega∞ DCR (Static 1,000:1)

응답속도 4 ms (GTG)

시야각 178°/178°

최대해상도  1,920 × 1,080 (Full HD)

비율 16:9 

색상

기타
•Interface : HDMI, D-Sub 
• 기타기능 : Eye Saver Mode, Flicker Free, Eco Saving Plus, PVC Free,  

Game Mode, Magic Upscale 

59.8 cm
(16:9)

68 cm
(16:9)

59 cm
(16:9)

SE360SD595

178°의 시야각으로 상하/좌우 다양한 각도에서 보아도 

화면 왜곡을 최소화 하여 정면에서 보듯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178°의 시야각으로 상하/좌우 다양한 각도에서 보아도 

화면 왜곡을 최소화 하여 정면에서 보듯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178° 광시야각으로 상하/좌우 다양한 각도에서 보아도

화면 왜곡을 최소화 하여 정면에서 보듯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상하좌우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광시야각상하/좌우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광시야각

상하/좌우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광시야각

54.6 cm
(16:9)

크기는 작아지고 화면은 넓어진 8.4 mm 초슬림 베젤 

디자인이 당신의 공간에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심플한 8.4 mm 초슬림 베젤 디자인

크기는 작아지고 화면은 넓어진 8.4 mm 초슬림 베젤 

디자인이 당신의 공간에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심플한 8.4 mm 초슬림 베젤 디자인

초슬림의 기술력과 인테리어 감각이 돋보이는 

4면 narrow 베젤, T 스탠드로 특별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베젤이 얇아 영화나 게임 시청시 몰입감을 더해 줍니다. 

돋보이는 4면 초슬림 베젤 & T 스탠드

인테리어 감각이 돋보이는 4면 베젤, T 스탠드로 

특별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또한 영화나 게임 시청시 

몰입감을 더해 줍니다. 

돋보이는 4면 베젤 & T 스탠드

스마트 에코 모드로 모니터의 밝기를 조절하여 

소비전력을 줄여 줍니다. 생활 속 유해 물질로 분류되는 

PVC 프리 제품으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외장 케이블 제외)

온 가족을 위한 에코 모드 & PVC 프리

삼성 모니터 SE393삼성 모니터 SD590

삼성 모니터 SE360삼성 모니터 SD595

Black High Glossy

모델명 S24D590

화면크기 59 cm 

밝기 250 cd/m₂

명암비 Mega∞ DCR (Static 1,000:1)

응답속도 5 ms (GTG)

시야각 178°/178°

최대해상도  1,920 × 1,080 (Full HD)

비율 16:9 

색상

기타
•Interface : D-sub, HDMI×2, Audio Out 
•기타기능 : Game mode, Magic Upscale, Eco Saving, Off Timer, Image Size

SD590

Black High Glossy

모델명
S22E393

화면크기 54.6 cm 

밝기 250 cd/m₂

명암비 Mega∞ DCR (Static 1,000:1)

응답속도 4 ms (GTG)

시야각 178°/178°

최대해상도  1,920 × 1,080 (Full HD)

비율 16:9 

색상

기타
•Interface : HDMI, D-Sub  
• 기타기능 : Eye Saver Mode, Flicker Free, Eco Saving Plus, PVC Free,  

Game Mode, Magic Upscale 

SE393

Black High Glossy

White High Glossy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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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프린터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40 ※컬러 토너 사용 매수 : ISO/IEC 19798 기준, 연속 출력시 평균 출력량 기준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컬러 토너 사용 매수 : ISO/IEC 19798 기준, 연속 출력시 평균 출력량 기준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NFC프린팅 3가지 스텝 삼성 스마트 프린팅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삼성 모바일 프린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Wi-Fi를 통해 콘텐츠가 
무선으로 전송되어 바로 출력되고, 
무선 복합기에서 스캔한 파일이 
모바일 기기에 저장됩니다.

▶ 출력되는 콘텐츠 : 웹페이지, PDF 문서, 이미지  

▶  스캔되는 콘텐츠 :  스캔한 콘텐츠를 JPG, PDF, PNG 파일로 모바일 기기에 저장 (단, 복합기에 한함)

삼성 스마트 프린팅이란? 스마트 프린팅 이렇게 사용하세요!

❶  스마트폰으로 찍은 내 사진을 PC없이  
 출력하고 싶을 때!

❷  탭에서 본 쿠폰이나 영화티켓 같은 
 웹페이지를 바로 출력하고 싶을 때!

❸  복합기에서 스캔받은 이미지를  
 모바일 기기(스마트폰/태블릿PC)에  
 바로 저장하고 싶을 때!

모바일 프린트 앱 실행

자동 Wi-Fi Direct 연결

STEP 03
모바일 프린트 앱에서
문서가 선택되었을때

Print / Scan / Fax

선택된 문서 
자동 출력

STEP 02
모바일 프린트
앱이 있을때

터치

STEP 01
모바일 프린트 
앱이 없을때

앱을 쉽게 인스톨 하도록 

플레이 스토어로 이동 
쉬운 App 설치!

스마트한 홈&오피스 
프린팅 라이프
다양한 공간에서 효율과 편리함을 더하는 스마트한 성능 
생생한 출력물까지 제공하는 삼성 스마트프린터를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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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프린터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컬러 토너 사용 매수 : ISO/IEC 19798 기준, 연속 출력시 평균 출력량 기준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컬러 토너 사용 매수 : ISO/IEC 19798 기준, 연속 출력시 평균 출력량 기준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컬러 레이저 복합기

SL-C473W

SL-C473FW

NFC 지원 모바일 기기로 무선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케이블 연결 없이 쉽고 편리하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SL-C473W, SL-C473FW)

NFC로 쉽고 편리한 모바일 프린팅

컬러 레이저 복합기

533 MHz 듀얼 CPU와 256 MB 기본 메모리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여러 명이 동시에 출력해도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듀얼 CPU의 빠른 처리 속도

CLX-4195N

컬러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는 물론 빠른 출력 속도와 

높은 해상도로 비즈니스에 적합합니다.

고성능 컬러레이저 복합기

CLX-6260FW

컬러 레이저 복합기

컬러 레이저 복합기

533 MHz 듀얼 CPU와 256 MB 기본 메모리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여러 명이 동시에 출력해도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듀얼 CPU의 빠른 처리 속도

SL-C1454FW

SL-C483W

SL-C483FW

컬러 레이저 복합기

NFC 지원 모바일 기기로 무선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케이블 연결 없이 쉽고 편리하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SL-C483W, SL-C483FW)

NFC로 쉽고 편리한 모바일 프린팅

컬러 레이저 복합기

NFC 지원 모바일 기기로 무선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케이블 연결 없이 쉽고 편리하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NFC로 쉽고 편리한 모바일 프린팅

SL-C1860FW

SL-C483W
SL-C483FW

SL-C483W
SL-C483FW

SL-C483W
SL-C483FWSL-C480 Series

모델명
SL-C483 SL-C483W SL-C483FW

주요기능 프린트+복사+스캔 프린트+복사+스캔+팩스

인쇄/복사속도 흑백 분당 최대 18매/컬러 분당 최대 4매

인쇄/스캔해상도 최고 2,400 × 600 dpi/최고 4,800 × 4,800 dpi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NFC,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 Base TX,
IEEE 802.11 b/g/n Wireless Network, Wi-Fi Direct

소

모

품

CLT-K404S (1,500매)

CLT-C404S (1,000매)

CLT-M404S (1,000매)

CLT-Y404S (1,000매)

4색 패키지 CLT-P404C

•에뮬레이션 : SPL-C, PCL-5c, PCL-6c, PS3, URF •급지방식 : 150매 카세트 급지  

•메모리 : 128 MB •내장토너 : 검정 (700매), 파랑 (500매), 빨강 (500매), 노랑 (500매)  

•팩스 모뎀속도 : 33.6 Kbps (SL-C483FW) ※인터넷 전화연결 시 팩스 미지원    

검정

파랑

빨강

노랑

SL-C1454 Series
모델명 SL-C1454FW SL-C1454N

주요기능 프린트+복사+스캔+팩스 프린트+복사+스캔

인쇄/복사속도 흑백 분당 최대 14매/컬러 분당 최대 14매

인쇄/스캔해상도 최고 9,600 × 600 dpi/최고 4,800 × 4,800 dpi

인터페이스
NFC, Hi-Speed USB 2.0, 10/100/1000 

Base Tx, Wireless 802.11 b/g/n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1000 Base TX

소

모

품

CLT-K504S (2,500매)

CLT-C504S (1,800매)

CLT-M504S (1,800매)

CLT-Y504S (1,800매)

•에뮬레이션 : SPL, PCL5Ce, PCL6C, PS3, PDF V1.7 •급지방식 : 250매 카세트 급지, 1매 다용도 급지

•메모리 : 256 MB •내장토너 : 검정 (1,000매), 파랑 (700매), 빨강 (700매), 노랑 (700매) 

•팩스 모뎀속도 : 33.6 Kbps (SL-C1454FW) ※인터넷 전화연결 시 팩스 미지원

SL-C1454FW SL-C1454FW

검정

파랑

빨강

노랑

CLX-4195 Series
모델명 CLX-4195N CLX-4195FN

주요기능 프린트+복사+스캔 프린트+복사+스캔+팩스

인쇄/복사속도 흑백 분당 최대 18매/컬러 분당 최대 18매

인쇄/스캔해상도 최고 9,600 × 600 dpi/최고 4,800 × 4,800 dpi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1000 Base TX

소

모

품

CLT-K504S (2,500매)

CLT-C504S (1,800매)

CLT-M504S (1,800매)

CLT-Y504S (1,800매)

•에뮬레이션 : SPL, PCL5Ce, PCL6C, PS3, PDF V1.7 •급지방식 : 250매 카세트 급지, 1매 다용도 급지 

•메모리 : 256 MB •내장토너 : 검정 (1,000매), 파랑 (700매), 빨강 (700매), 노랑 (700매) 

•팩스 모뎀속도 : 33.6 Kbps (CLX-4195FN) ※인터넷 전화연결 시 팩스 미지원

검정

파랑

빨강

노랑

CLX-6260 Series
모델명 CLX-6260ND CLX-6260FR CLX-6260FW

주요기능 프린트+복사+스캔 프린트+복사+스캔+팩스

인쇄/복사속도 흑백 분당 최대 24매/컬러 분당 최대 24매

인쇄/스캔해상도 최고 9,600 × 600 dpi/최고 4,800 × 4,800 dpi

인터페이스
USB 2.0, Ethernet 10/100/1000 Base TX,

USB Host 2.0

USB 2.0, Ethernet 10/100/1000 Base 
TX, USB Host 2.0, IEEE 802.11 b/g/n 

Wireless Network, Wi-Fi Direct

소

모

품

표준 : CLT-K506S (2,000매), 대용량 : CLT-K506L (6,000매)

표준 : CLT-C506S (1,500매), 대용량 : CLT-C506L (3,500매)

표준 : CLT-M506S (1,500매), 대용량 : CLT-M506L (3,500매)

표준 : CLT-Y506S (1,500매), 대용량 : CLT-Y506L (3,500매)

•자동 양면인쇄 •에뮬레이션 : SPL-C, PCL5Ce, PCL6C, PS3, PDF V1.7 •급지방식 : 250매 표준 용지함 

•메모리 : 512 MB (최대 1,024 MB) •내장토너 : 검정 (2,000매), 파랑 (1,500매), 빨강 (1,500매), 노랑 (1,500매)

•팩스 모뎀속도 : 33.6 Kbps (CLX-6260FR, CLX-6260FW) •양면 자동 급지장치 (CLX-6260FR) ※인터넷 전화연결 시 팩스 미지원

CLX-6260FW CLX-6260FW

검정

파랑

빨강

노랑

SL-C473W
SL-C473FW

SL-C473W
SL-C473FW

SL-C473W
SL-C473FWSL-C470 Series

모델명 SL-C473 SL-C473W SL-C473FW

주요기능 프린트+복사+스캔 프린트+복사+스캔+팩스

인쇄/복사속도 흑백 분당 최대 18매/컬러 분당 최대 4매

인쇄/스캔해상도 최고 2,400 × 600 dpi/최고 4,800 × 4,800 dpi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NFC,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 Base TX, 
IEEE 802.11 b/g/n Wireless Network, Wi-Fi Direct

소

모

품

CLT-K405S (1,500매)

CLT-C405S (1,000매)

CLT-M405S (1,000매)

CLT-Y405S (1,000매)

4색 패키지 CLT-P405C

•에뮬레이션 : SPL-C, PCL-5c, PCL-6c, PS3, URF •급지방식 : 150매 카세트 급지

•메모리 : 128 MB •내장토너 : 검정 (700매), 파랑 (500매), 빨강 (500매), 노랑 (500매) 

•팩스 모뎀속도 : 33.6 Kbps (SL-C473FW) ※인터넷 전화연결 시 팩스 미지원

검정

파랑

빨강

노랑

SL-C1860FW
모델명 SL-C1860FW

주요기능 프린트+복사+스캔+팩스

인쇄/복사속도 흑백 분당 최대 18매/컬러 분당 최대 18매

인쇄/스캔해상도 최고 9,600 × 600 dpi/최고 4,800 × 4,800 dpi

인터페이스
NFC, Hi-Speed USB 2.0,

 10/100/1000 Base Tx, Wireless 802.11 b/g/n

소

모

품

CLT-K504S (2,500매)

CLT-C504S (1,800매)

CLT-M504S (1,800매)

CLT-Y504S (1,800매)

•에뮬레이션 : SPL, PCL5Ce, PCL6C, PS3, PDF V1.7 •급지방식 : 250매 카세트 급지, 1매 다용도 급지 

•메모리 : 256 MB •내장토너 : 검정 (1,000매), 파랑 (700매), 빨강 (700매), 노랑 (700매) •팩스 모뎀속도 : 33.6 Kbps

 ※인터넷 전화연결 시 팩스 미지원 

검정

파랑

빨강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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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프린터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컬러 토너 사용 매수 : ISO/IEC 19798 기준, 연속 출력시 평균 출력량 기준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컬러 토너 사용 매수 : ISO/IEC 19798 기준, 연속 출력시 평균 출력량 기준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컬러 레이저 프린터

고화질 이미지 출력을 위한 9,600 dpi급 고해상도를 

지원하여 생생하고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생생한 화질의 고해상도 프린팅

CLP-680DW

CLP-680ND

컬러 레이저 프린터

533 MHz 듀얼 CPU와 256 MB 기본 메모리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여러 명이 동시에 출력해도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듀얼 CPU의 빠른 처리 속도

SL-C1404W
모델명 SL-C1404W 

주요기능 프린트

인쇄 속도 흑백 분당 최대 14매/컬러 분당 최대 14매

인쇄해상도 최고 9,600 × 600 dpi

메모리 256 MB

인터페이스
NFC, Hi-Speed USB 2.0, 10/100/1000 Base TX, 

Wireless 802.11 b/g/n

소

모

품

CLT-K504S (2,500매)

CLT-C504S (1,800매)

CLT-M504S (1,800매)

CLT-Y504S (1,800매)

•에뮬레이션 : SPL, PCL, PS3 •급지방식 : 250매 카세트 급지, 1매 다용도 급지

•CPU : 533 MHz •내장토너 : 검정 (1,000매), 파랑 (700매), 빨강 (700매), 노랑 (700매)

컬러 레이저 프린터

533 MHz 듀얼 CPU와 256 MB 기본 메모리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여러 명이 동시에 출력해도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듀얼 CPU의 빠른 처리 속도

컬러 레이저 프린터

SL-C423W

NFC 지원 모바일 기기로 무선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케이블 연결 없이 쉽고 편리하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SL-C423W)

NFC로 쉽고 편리한 모바일 프린팅

컬러 레이저 프린터

NFC 지원 모바일 기기로 무선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케이블 연결 없이 쉽고 편리하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SL-C433W)

NFC로 쉽고 편리한 모바일 프린팅

SL-C433W

SL-C1810W

컬러 레이저 프린터

533 MHz 듀얼 CPU와 256 MB 기본 메모리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여러 명이 동시에 출력해도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듀얼 CPU의 빠른 처리 속도

CLP-415N

SL-C1404W 

SL-C430 Series
모델명

SL-C433 SL-C433W

주요기능 프린트

인쇄 속도 흑백 분당 최대 18매/컬러 분당 최대 4매

인쇄해상도 최고 2,400 × 600 dpi

메모리 64 MB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NFC,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 Base TX,
IEEE 802.11 b/g/n Wireless Network, Wi-Fi Direct

소

모

품

CLT-K404S (1,500매)

CLT-C404S (1,000매)

CLT-M404S (1,000매)

CLT-Y404S (1,000매)

4색 패키지 CLT-P404C

•에뮬레이션 : SPL-C •급지방식 : 150매 카세트 급지

•CPU : 400 MHz •내장토너 : 검정 (700매), 파랑 (500매), 빨강 (500매), 노랑 (500매)

SL-C433WSL-C433W SL-C433W

SL-C423WSL-C423W SL-C423WSL-C420 Series
모델명 SL-C423 SL-C423W

주요기능 프린트

인쇄 속도 흑백 분당 최대 18매/컬러 분당 최대 4매

인쇄해상도 최고 2,400 × 600 dpi

메모리 32 MB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NFC,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 Base TX,
IEEE 802.11 b/g/n Wireless Network, Wi-Fi Direct

소

모

품

CLT-K405S (1,500매)

CLT-C405S (1,000매)

CLT-M405S (1,000매)

CLT-Y405S (1,000매)

4색 패키지 CLT-P405C

•에뮬레이션 : SPL-C •급지방식 : 150매 카세트 급지

•CPU : 300 MHz •내장토너 : 검정 (700매), 파랑 (500매), 빨강 (500매), 노랑 (500매)

SL-C1810W
모델명 SL-C1810W

주요기능 프린트

인쇄 속도 흑백 분당 최대 18매/컬러 분당 최대 18매

인쇄해상도 최고 9,600 × 600 dpi

메모리 256 MB

인터페이스
NFC, Hi-Speed USB 2.0, 

10/100/1000 Base Tx, Wireless 802.11 b/g/n

소

모

품

CLT-K504S (2,500매)

CLT-C504S (1,800매)

CLT-M504S (1,800매)

CLT-Y504S (1,800매)

•에뮬레이션 : SPL, PCL, PS3 •급지방식 : 250매 카세트 급지, 1매 다용도 급지

•CPU : 533 MHz •내장토너 : 검정 (1,000매), 파랑 (700매), 빨강 (700매), 노랑 (700매)

검정

파랑

빨강

노랑

CLP-415N
모델명 CLP-415N

주요기능 프린트

인쇄 속도 흑백 분당 최대 18매/컬러 분당 최대 18매

인쇄해상도 최고 9,600 × 600 dpi

메모리 256 MB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1000 Base TX

소

모

품

CLT-K504S (2,500매)

CLT-C504S (1,800매)

CLT-M504S (1,800매)

CLT-Y504S (1,800매)

•에뮬레이션 : SPL, PCL5Ce, PCL6C, PS3, PDF V1.7 •급지방식 : 250매 카세트 급지, 1매 다용도 급지

 •CPU : 533 MHz •내장토너 : 검정 (1,000매), 파랑 (700매), 빨강 (700매), 노랑 (700매)

검정

파랑

빨강

노랑

CLP-680 Series
모델명 CLP-680ND CLP-680DW 

주요기능 프린트

인쇄 속도 흑백 분당 최대 24매/컬러 분당 최대 24매

인쇄해상도 최고 9,600 × 600 dpi

메모리 256 MB (최대 512 MB)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1000 Base TX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1000 
Base TX, Wi-Fi 802.11 b/g/n, Wi-Fi Direct

소

모

품

표준 : CLT-K506S (2,000매), 대용량 : CLT-K506L (6,000매)

표준 : CLT-C506S (1,500매), 대용량 : CLT-C506L (3,500매)

표준 : CLT-M506S (1,500매), 대용량 : CLT-M506L (3,500매)

표준 : CLT-Y506S (1,500매), 대용량 : CLT-Y506L (3,500매)

•자동 양면인쇄 •에뮬레이션 : SPL-C, PCL5Ce, PCL6C, PS3, PDF V1.7 •급지방식 : 250매 표준 용지함, 50매 수동 급지

•CPU : 533 MHz •내장토너 : 검정 (2,000매), 파랑 (1,500매), 빨강 (1,500매), 노랑 (1,500매)

CLP-680DW CLP-680DW

검정

파랑

빨강

노랑

검정

파랑

빨강

노랑

검정

파랑

빨강

노랑

검정

파랑

빨강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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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프린터

MONITOR

COMPUTER 

PRINTER

모니터

올인원PC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
프린터

SL-M3870FW SL-M3870FWSL-M4070 Series
모델명 SL-M3370FD SL-M3870FW SL-M4070FR

주요기능 프린트+복사+스캔+팩스

인쇄/복사속도 분당 최대 33매 분당 최대 38매 분당 최대 40매

인쇄/스캔해상도 최고 1,200 × 1,200 dpi/최고 4,800 × 4,800 dpi

메모리 256 MB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 Base TX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 Base TX,
 Wireless 802.11 b/g/n, 

Wi-Fi Direct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1000

 Base TX, Host USB 1 Port

소모품
MLT-D203S (3,000매),
MLT-D203L (5,000매)

MLT-D203S (3,000매),
MLT-D203L (5,000매), 
MLT-D203E (10,000매)

MLT-D203S (3,000매),
MLT-D203L (5,000매), 
MLT-D203E (10,000매), 
MLT-D203U (15,000매)

•에뮬레이션: SPL, PostScript3, PCL6, PCL5e, IBM ProPrinter, EPSON, PDF, KS, KSSM

 •CPU : 600 MHz •팩스모뎀 속도 : 33.6 Kbps •내장토너 : 3,000매 ※인터넷 전화연결 시 팩스 미지원

※모노 토너 사용 매수 : ISO/IEC 19752 기준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모노 토너 사용 매수 : ISO/IEC 19752 기준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SL-M2070 Series
모델명 SL-M2078 SL-M2078W SL-M2078F SL-M2078FW

주요기능 프린트+복사+스캔 프린트+복사+스캔+팩스

인쇄/복사속도 분당 최대 20매

인쇄/스캔해상도 최고 1,200 × 1,200 dpi/최고 4,800 × 4,800 dpi

메모리 128 MB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NFC, 

Hi-Speed USB 2.0, 
Wireless 802.11 b/g/n

Hi-Speed USB 2.0

NFC,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 

Base TX,
 Wireless 802.11 b/g/n

소모품 MLT-D111S (1,000매)

•에뮬레이션 : SPL •CPU : 600 MHz •팩스 모뎀속도 : 33.6 Kbps (SL-M2078F, SL-M2078FW) 

•내장 토너 : 500매 ※인터넷 전화연결 시 팩스 미지원

SL-M2078W
SL-M2078FW

SL-M2078W
SL-M2078FW

흑백 레이저 복합기

SL-M2078FW

SL-M2078

NFC 지원 모바일 기기로 무선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케이블 연결 없이 쉽고 편리하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SL-M2078W, SL-M2078FW)

NFC로 쉽고 편리한 모바일 프린팅

600 MHz CPU와 128 MB 메모리로 빠른 인쇄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빠른 출력을 위한 강력한 조합

흑백 레이저 프린터

원터치 에코 버튼만 누르면 토너 절약모드가 설정되고 

빈 페이지는 출력되지 않으며, 이지 에코 드라이버

(Easy Eco Driver)를 통해 약 20% 비용을 절감합니다. 

(※자사 실험치 기준)

경제적인 원터치 에코 버튼

흑백 레이저 복합기

원터치 에코 버튼만 누르면 토너 절약모드가 설정되고 

빈 페이지는 출력되지 않으며, 이지 에코 드라이버

(Easy Eco Driver)를 통해 약 20% 비용을 절감합니다. 

(※자사 실험치 기준)

경제적인 원터치 에코 버튼

분리형 소모품이란? 
토너와 드럼이 분리된 소모품으로, 다 사용한 토너만 교체하고 
드럼은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소모품 비용이 절감되어 경제적입니다.

분리형 소모품

토너 MLT-D116L (3,000매)/드럼 MLT-R116 (9,000매)

적용모델 
SL-M2675FN, SL-M2625

일체형 소모품

MLT-D115L (3,000매)

적용모델  
SL-M2670N, SL-M2670FN, SL-M2870FD, 

SL-M2870FW, SL-M2620, SL-M2620ND, 

SL-M2820ND, SL-M2820DW

600 MHz CPU와 128 MB 메모리의 빠른 처리속도는 물론, ReCP 기술로  

텍스트까지 선명하게 인쇄되어 비지니스 업무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프로페셔널한 성능과 출력품질

원터치로 WPS 버튼만 누르면 무선 연결되며, 

통합 프로그램으로 프린터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용 편의성

원터치 에코 버튼만 누르면 토너 절약모드가 설정되고 빈 페이지는 출력되지 

않으며, 이지 에코 드라이버(Easy Eco Driver)를 통해 약 20% 비용을 절감합니다. 

경제적인 원터치 에코 버튼

(※자사 실험치 기준)

SL-M2880FW SL-M2880FWSL-M2875 Series
모델명 SL-M2670N SL-M2670FN

SL-M2675FN
SL-M2870FD SL-M2880FW

주요기능 프린트+복사+스캔 프린트+복사+스캔+팩스

인쇄 속도 분당 최대 26매 (A4 기준) 분당 최대 28매 (A4 기준)

인쇄해상도 최대 4,800 × 600 dpi

메모리 128 MB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 Base TX

NFC,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 Base TX, 
Wireless 802.11

 b/g/n

•에뮬레이션 : SPL (SL-M2670N, M2670FN, M2675FN)/PCL6, PCL5e, SPL (SL-M2870FD, M2880FW) 

•양면인쇄 : 수동 (SL-M2670N, M2670FN, M2675FN)/자동 (SL-M2870FD, M2880FW) •여러장 복사 : 1~99매 

•복사특수기능 : 신분증 복사, N-up복사, 한부씩 인쇄 •팩스모뎀속도 : 33.6 Kbps (SL-M2670N 제외) •메모리 : 128 MB 

•급지방식 : 250매 표준용지, 1매 다목적 용지함 •자동원고급지 : 40매

•내장토너 : 1,500매 (SL-M2670N, M2670FN, M2870FD, M2880FW)/1,200매 (SL-M2675FN)

 ※인터넷 전화연결 시 팩스 미지원

SL-M2830DW SL-M2830DWSL-M2825 Series
모델명 SL-M2620

SL-M2625
SL-M2620ND SL-M2820ND SL-M2830DW

주요기능 프린트

인쇄 속도 분당 최대 26매 (A4 기준) 분당 최대 28매 (A4 기준)

인쇄해상도 최대 4,800 × 600 dpi

메모리 128 MB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 Base TX

NFC,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 

Base TX, Wireless 
802.11 b/g/n

•에뮬레이션 : SPL (SL-M2620, M2625)/PCL6, PCL5e, SPL (SL-M2620ND, M2820ND, M2830DW)

•CPU : 600 MHz •양면인쇄 : 수동 (SL-M2620, M2625)/자동 (SL-M2620ND, M2820ND, M2830DW) 

•급지방식 : 250매 표준용지, 1매 다목적 용지함 

•내장토너:1,500매 (SL-M2620, M2620ND, M2820ND, M2830DW)/1,200매 (SL-M2625)

SL-M2625

SL-M2675FN

흑백 레이저 복합기

A4 분당 최대 40 PPM의 출력 및 복사 속도로 업무가 더욱

빠르고 편안해집니다. (SL-M4070FR에 한함)

분당 최대 40PPM의 빠른 출력 속도

고성능 600 MHz CPU와 기가비트 네트웍의 조합으로 

적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용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빠른 출력을 위한 강력한 조합

SL-M3370FD

SL-M4070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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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M2026 Series
모델명 SL-M2026 SL-M2026W

주요기능 프린트

인쇄 속도 분당 최대 20매

인쇄해상도 최대 1,200 × 1,200 dpi

메모리 8 MB 64 MB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NFC, Hi-speed USB 2.0,
Wireless 802.11 b/g/n

소모품 MLT-D111S (1,000매)

•에뮬레이션 : SPL •CPU : 400 MHz

•내장토너 : 500매

SL-M2026W SL-M2026W

SL-M3820DWSL-M4020 Series
모델명 SL-M3320ND SL-M3820D SL-M3820DW SL-M4020ND

주요기능 프린트

인쇄 속도 분당 최대 33매 분당 최대 38매 분당 최대 40매

인쇄해상도 최대 1,200 × 1,200 dpi

메모리 128 MB 기본 128 MB (최대 512 MB) 기본 256 MB (최대 512 MB)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 

Base TX, 
IEEE 1284B Parallel 
connector (옵션)

Hi-speed USB 2.0,
IEEE 1284B 

Parallel connector
 (옵션)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 

Base TX, 
IEEE 1284B Parallel 
connector (옵션)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1000 
Base TX, IEEE 1284B 
Parallel connector

 (옵션)

소모품
MLT-D203S (3,000매), 
MLT-D203L (5,000매)

MLT-D203S (3,000매), 
MLT-D203L (5,000매), 
MLT-D203E (10,000매)

MLT-D203S (3,000매), 
MLT-D203L (5,000매), 
MLT-D203E (10,000매), 
MLT-D203U (15,000매)

• 에뮬레이션 : SPL, PostScript3, PCL6, PCL5e, IBM ProPrinter, EPSON, KS, KSSM (SL-M3320ND,  

SL-M3820DW, SL-M4020ND)/SPL, PCL5e, IBM ProPrinter, EPSON (SL-M3820D) 

•CPU : 600 MHz •내장토너 : 3,000매

흑백 레이저 프린터

잘못된 급지나 다수의 종이가 급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신뢰성

높은 급지 시스템으로 전문적인 작업처리에 유용합니다.

신뢰와 전문성이 높은 작업처리

간단한 에코 옵션 설정으로 비용과 에너지를 20%까지

절감해주며, 토너절약모드에서는 적은 양의 토너를 사용하여

식별이 가능한 출력물을 인쇄합니다.

경제적인 삼성 에코 드라이버

SL-M3320ND

SL-M4020ND

ML-8851N/8951N
모델명 ML-8851N ML-8951N

주요기능 프린트

인쇄 속도 분당 최대 28매 분당 최대 35매

인쇄해상도 최대 1,200 × 1,200 dpi

메모리 256 MB (최대 512 MB)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1000 Base TX

소모품 MLT-D380L (20,000매)

•에뮬레이션 : PCL5e, PCL6, PS3, KS, KSSM, KSC5895 •CPU : 600 MHz 듀얼코어

•급지방식 : 500매 카세트 급지, 100매 다용도 급지 •내장토너 : 6,000매

흑백 레이저 프린터

A3 용지 사이즈를 지원하여 보다 여유있는 문서 출력이 가능하며, 

전문가에게 매우 적합한 프린터입니다.

전문 작업을 위한 A3 출력 지원

A4 분당 최대 35매로 일반 문서뿐만 아니라 복잡한 출력작업도 

가능합니다. (ML-8951N에 한함)

분당 최대 35매 고속 출력

ML-8951N

※모노 토너 사용 매수 : ISO/IEC 19752 기준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모노 토너 사용 매수 : ISO/IEC 19752 기준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ML-4500 Series
모델명 SL-M4530ND ML-4510ND ML-5010ND ML-5015ND

주요기능 프린트

인쇄 속도 분당 최대 45매 분당 최대 43매 분당 최대 48매

인쇄해상도 최대 1,200 × 1,200 dpi

메모리 512 MB (최대 2 GB) 128 MB (최대 640 MB) 256 MB (최대 768 MB)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Ethernet 10/100/1000 
Base TX, Direct USB, 

IEEE802.11b/g/n + NFC 
(Active) (옵션)

Ethernet 10/100/1000 
Base TX, Hi-Speed USB 

2.0, Host USB 1 Port
(뒷면 1 Port), IEEE 1284B 
Parallel connector (옵션)

Ethernet 10/100/1000 Base TX, 
Hi-Speed USB 2.0, Host USB 2 Port 

 (앞면 1 Port & 뒷면 1 Port), IEEE 1284B 
Parallel connector (옵션)

소모품

MLT-D304S (7,000매),
 MLT-D304L (20,000매),
MLT-304E (40,000매), 
MLT-R304 (100,000매)

MLT-D307S (7,000매), MLT-D307L (15,000매),
MLT-D307E (20,000매), MLT-D307U (30,000매)

• 에뮬레이션 : PCL5e, PCL6, PostScript3, PDF Direct V1.7, XPS, TIFF, URF, PWG (SL-M4530ND)/  

PCL5e, PCL6, KS, KSSM, KS5895, IBM ProPrinter, EPSON, PostScript3, PDF Direct V1.7,  

XPS V1.0 (ML-4510ND, 5010ND, 5015ND)

•CPU : Samsung Dual Core 1 GHz (SL-M4530ND)/600 MHz (ML-4510ND, 5010ND, 5015ND) 

• 급지방식 : 550매 카세트급지, 100매 다용도 급지 (SL-M4530ND)

    520매 카세트 급지, 100매 다용도 급지 (ML-4510ND, 5010ND, 5015ND) •내장토너 : 7,000매

흑백 레이저 프린터

듀얼코어 CPU를 적용하여 대기 시간이 짧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효율적입니다.

듀얼코어 CPU의 빠른 처리 속도

풍부한 512 MB DDR 메모리와 고성능 1 GHz 듀얼코어 CPU를 

이용한 고속출력으로 업무가 더욱 빠르고 편안해 집니다.
(SL-M4530ND에 한함)

분당 최대 45매 고속출력

SL-M4530ND

흑백 레이저 프린터

소형 사이즈로 책상 위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원하는 곳 

어디에든 간편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콤팩트 디자인

NFC 지원 모바일 기기로 무선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케이블 연결 없이 쉽고 편리하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SL-M2026W)

NFC로 쉽고 편리한 모바일 프린팅

SL-M2026W

SL-M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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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연결 시 팩스 미지원

A3 디지털 복합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기기와의 완벽한 호환성 및 확장성으로 

PC 없이 직접 검색과 인쇄, 위젯, 개인별 UX 등 혁신적인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Printing UX

X4300 시리즈는 Dual Scan ADF가 장착되어 분당 최대 100매의 

양면 컬러 스캔, 분당 최대 120매의 양면 흑백 스캔을 지원합니다.
(SL-K4250RX, X4220RX 제외)

초고속 양면 스캔 지원

SL-X4220RXSL-K4250RX

SF-760 Series
모델명 SF-760 SF-760P

주요기능 복사+팩스 프린트+복사+스캔+팩스

부가기능 팩스 다중송신, 예약송신, 보안수신

팩스 모뎀속도 33.6 Kbps

복사속도 분당 최대 20매

소모품 MLT-D101S (1,500매)

•인쇄속도 : 흑백 분당 최대 20매 (SF-760P) •인쇄 해상도 : 최대 1,200 × 1,200 dpi (SF-760P)

•축소/확대 배율 : 25~400% •팩스 해상도 : 최대 300 × 300 dpi •급지방식 : 150매 표준 용지함

•인터페이스 : Hi-Speed USB 2.0 •내장토너 : 700매 •CPU : 433 MHz •메모리 : 64 MB

•팩스 기능 : 다중송신, 예약송신, 우선송신, 보안수신, 팩스 재전송 ※인터넷 전화연결 시 팩스 미지원

SCX-1365 Series
모델명 SCX-1365 SCX-1365W

주요기능 프린트+복사+스캔

인쇄속도 흑백 분당 최대 20매/컬러 분당 최대 16매

복사속도 흑백 분당 최대 5매/컬러 분당 최대 3매

인쇄/스캔해상도 최고 4,800 × 1,200 dpi/최고 1,200 dpi

인터페이스 USB 2.0
Hi-Speed USB 2.0, 

Wireless 802.11 b/g/n

소모품 INK-M170 (190매), INK-C170 (165매)

•에뮬레이션 : PCL3 GUI 

•급지용량 : 60매 •용지크기 : 77 × 127~216 × 279 mm

SCX-1365W

※컬러 토너 사용 매수 : ISO/IEC 19798 기준, 연속 출력시 평균 출력량 기준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컬러 토너 사용 매수 : ISO/IEC 19798 기준, 연속 출력시 평균 출력량 기준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A3 디지털 복합기

SCX-8000 Series
CLX-9000 Series
모델명 SCX-8123NA SCX-8128NA CLX-9201NA CLX-9251NA CLX-9301NA

주요기능 프린트+복사+스캔 기본 (팩스 옵션)

인쇄/복사속도 분당 최대 23매 분당 최대 28매
흑백/컬러 분당 

최대 20매
흑백/컬러 분당 

최대 25매
흑백/컬러 분당

 최대 30매

인쇄/스캔해상도 최고9,600 × 600 dpi/최고 4,800 × 4,800 dpi

메모리 768 MB 1 GB

인터페이스
고속 USB 2.0 Device/Host, 

Ethernet 10/100/1000 Base TX

패키지 모델명 SCX-8123NAP SCX-8128NAP CLX-9201NAP CLX-9251NAP CLX-9301NAP

SET SCX-8123NA SCX-8128NA CLX-9201NA CLX-9251NA CLX-9301NA

이니셜토너 MLT-B709T MLT-B709T CLT-B809T CLT-B809T CLT-B809T

•에뮬레이션 : PCL5, PCL6, Postscript 3, PDF 1.7+, XPS •CPU : 1 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 

•178 mm 컬러 터치 LCD (800 × 480, WVGA)※상기 사진은 이단급지대 (옵션) 추가 장착된 사진입니다. 

 ※인터넷 전화연결 시 팩스 미지원 ※ 주요 옵션 ① 데스크 CLX-DSK20T ② 이단 급지대 CLX-PFP100 ③ FAX CLX-FAX160 

 ※ 데스크 및 이단급지대 중 하나는 필수 옵션입니다. (한 가지 옵션 필수 선택)

LCD 컬러 터치패널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메뉴와 빠른 복사 기능 

등 원하는 메뉴를 손쉽게 실행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쉽고 스마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1 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 탑재로 인쇄 및 스캔 속도가 

향상되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활동이 가능합니다.

Dual Core로 더욱 빠르고 강력해진 성능

SL-J1760 Series
모델명 SL-J1760W SL-J1760FW

주요기능 프린트+복사+스캔 프린트+복사+스캔+팩스

인쇄속도 흑백 분당 최대 21매/컬러 분당 최대 17매

복사속도 흑백 분당 최대 6매/컬러 분당 최대 4매

인쇄/스캔해상도 최고 4,800 × 1,200 dpi/최고 1,200 dpi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Wireless 802.11b/g/n

소모품 INK-M170 (190매), INK-C170 (165매)

•에뮬레이션 : PCL3 GUI, PJL, DW-PCL, DYN•축소/확대 비율 : 25~400% •100매 용지 급지 장치

•모뎀속도 : 33.6 Kbps (SL-J1760FW) •한글 LCD 디스플레이 ※인터넷 전화연결 시 팩스 미지원

SL-J1760W
SL-J1760FW

레이저 팩시밀리

33.6 Kbps 팩스기능 외 20 ppm 인쇄속도의 프린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 SF-760P에 한함)

고성능 팩스와 복합기를 하나로

잉크젯 복합기

2개의 잉크방울을 분사하여 인쇄 품질이 탁월하며 포토 잉크가 

아닌 일반 잉크로도 생생한 사진이 출력됩니다.

사진 출력까지 가능한 듀얼 드랍 기술

SCX-1365
SCX-1365W

잉크젯 복합기

당사 이전모델 (SCX-1855FW) 대비 약 14% 줄어든 소형 크기로 

간편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컴팩트 디자인

SL-J1760FW

CLX-9201NASCX-8123NA

SL-K4000 Series
SL-X4000 Series
모델명 SL-K4250RX SL-K4300LX SL-K4350LX SL-X4220RX SL-X4250LX SL-X4300LX

주요기능
프린터+

복사+스캔기본 
(팩스 옵션)

프린터+복사+양면스캔
기본 (팩스 옵션)

프린터+
복사+스캔기본

(팩스 옵션)

프린터+복사+
양면스캔기본 (팩스 옵션)

인쇄/복사속도
분당 최대

 25매
분당 최대 

30매
분당 최대 

35매

흑백/컬러
분당 최대 

22매

흑백/컬러
분당 최대 

25매

흑백/컬러 
분당최대 

30매

인쇄/스캔해상도 인쇄 최고 1,200 × 1,200 dpi/스캔 최고 4,800 × 4,800 dpi

메모리 2 GB

인터페이스
USB 2.0, Ethernet 10/100/1G BASE TX 

(무선 NFC 옵션)

패키지 모델명 SL-K4250RXP SL-K4300LXP SL-K4350LXP SL-X4220RXP SL-X4250LXP SL-X4300LXP

SET SL-K4250RX SL-K4300LX SL-K4350LX SL-X4220RX SL-X4250LX SL-X4300LX

이니셜토너 MLT-B708T MLT-B708T MLT-B708T CLT-B808T CLT-B808T CLT-B808T

•에뮬레이션 : PCL5, PCL6, Postscript 3, PDF 1.7+, XPS •CPU : 1 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 

•256 mm 컬러 터치 LCD (960 × 600) ※상기 사진은 이단급지대 (옵션) 추가 장착된 사진입니다. 

※인터넷 전화연결 시 팩스 미지원  ※주요 옵션 ①데스크 SL-DSK502T ②이단급지대 SL-PFP502D ③FAX CLX-FAX160 

※ 데스크 및 이단급지대 중 하나는 필수 옵션입니다. (한가지 옵션 필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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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프린터 소모품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복합기 및 팩스
품명 모델 Mono

인쇄매수 사용프린터

Toner

CF-5100D3 2,500 CF-5100, CF-5100P, CF-5100PI, CF-530, CF-531P

CF-550D3 3,000 CF-550S, CF-555P, CF-551

CF-D560RA 3,000 CF-560R, CF-560RG, CF-565PR

SCX-4720D3
SCX-4720D5

3,000
5,000

SCX-4520, SCX-4720F, SCX-4720FN, SCX-4720NG
SCX-4520, SCX-4720F, SCX-4720FN

SCX-5312D6 6,000 SCX-5112, SCX-5115, SCX-5115M, SCX-5312F, SCX-5315F

SCX-6320D8 8,000
SCX-6220, SCX-6320F, SCX-6322DN, SCX-6322DNG, 
SCX-6520FN, SCX-6520FNG

SCX-D4200A 3,000 SCX-4200, SCX-4210

SCX-D4725A 3,000 SCX-4725F, SCX-4725FN, SCX-4725FNG

SCX-D5530A
SCX-D5530B

4,000
8,000

SCX-5530FN, SCX-5530FNG

Drum SCX-6320R2 20,000
SCX-6220, SCX-6320F, SCX-6322DN, SCX-6322DNG, 
SCX-6520FN, SCX-6520FNG

 잉크젯
모델

사용프린터
Color 인쇄

매수 Mono 인쇄
매수

C80
C90

190
391

M90 450 SCX-1200xx, SCX-1220xx

C80
C90

190
391

M80
M90

220
450

SCX-1420x

C90 391 M90 450 SCX-1200x, SCX-1220x, SCX-1420x, SCX-1570Fx, CF-450x, CF-451x

C90 391 M90 450 SCX-1350F, SCX-1300x, SCX-1350F, SCX-1455x

C95
C110

170
450

M95
M120

200
800

SCX-1630x, SCX-1870F

C75 138 M75 150
SCX-5750x, SCX-1430x, SCX-1450x, SCX-1455x, SCX-1460x, SCX-1470x, 
SCX-1770xx, MJC-6750x

C100 260 M115 450 SCX-1730x, SCX-1750x

C100
C110

260
450

M110 450 SCX-1520x, SCX-1530x, SCX-1550x, SCX-1750x

- -
M40/
KOR

750
CF-330x, CF-331x, CF-332x, CF-333x, CF-335x, CF-340x, CF-341x, CF-345x, CF-360x, CF-361x, 
CF-365x

- - M43 750 CF-370, CF-371x, CF-375x

C160 165 M160 200
SCX-1480, SCX-1480/DCS, SCX-1480/HYP, SCX-1860F, SCX-1860F/DCS, 
SCX-1860FA, SCX-1860FA/DCS

C170 165 M170 190 SCX-1360, SCX-1365, SCX-1365W, SL-J1760W, SL-J1760FW

C200 
(파랑)
M200 
(빨강)
Y200 
(노랑)

300 

300 

300 

K200 250 SCX-1490W, SCX-1490W/DCS, SCX-2000FW, SCX-1855F, SCX-1855FW

품명 모델 Mono
인쇄매수 사용프린터

Toner

MLT-D101S
MLT-D101H

1,500
1,650

ML-2160, ML-2162, ML-2164, ML-2168, ML-2165, ML-2162/DCS, ML-2168W, 
ML-2165W, ML-2168W/H9P, SCX-3400, SCX-3405,SCX-3400/HYP, SCX-3400/DCS, 
SCX-3405W, SCX-3405F, SCX-3405F/EXP, SCX-3400F, SCX-3405FW, SF-760P, 
SF-760

MLT-D111S
MLT-D111H

1,000
1,100

SL-M2022, SL-M2022W, SL-M2028, SL-M2028W, SL-M2070, SL-M2070F,  
SL-M2070W, SL-M2070FW, SL-M2074, SL-M2074F, SL-M2074W, SL-M2074FW, 
SL-M2078, SL-M2078F, SL-M2078W, SL-M2078FW, SL-M2024, SL-M2024W

MLT-D103S
MLT-D103L

1,500
2,500

ML-2950DR, ML-2951D, ML-2950ND, SCX-4726FN, SCX-4727FD, SCX-4729FW

MLT-D104S 1,500
ML-1673, ML-1674, ML-1678, ML-1665K, ML-1665K/DCS, ML-1861K, ML-1864K, 
ML-1865K, ML-1865WK, SCX-3205K, SCX-3210K, SCX-3205K/HYP, 
SCX-3210K/DCS, SCX-3205WK

MLT-D105S
MLT-D105L

1,500
2,500

ML-2540, ML-1916K, ML-1916K/DCS, ML-2525K, ML-2580NK, ML-280NK/GOV, 
SCX-4600K, SCX-4605K, SCX-4610K, SCX-4610K/DCS, SCX-4623FK, 
SCX-4623FN, SCX-4623FN/GOV, SCX-4623FNK, CF-650, CF-650/GOV, 
CF-650P, CF-650P/GOV 

MLT-D108S 1,500 ML-1640K, ML-1641K, ML-1642K, ML-2240K, ML-2241K

MLT-D109S 2,000 SCX-4300K, SCX-4310K, SCX-4315K

MLT-D115L 3,000
SL-M2670N, SL-M2670FN, SL-M2870FD, SL-M2870FW
SL-M2620, SL-M2620ND, SL-M2820ND, SL-M2820DW

MLT-D116S
MLT-D116L

1,200
3,000

SL-M2675FN, SL-M2625

MLT-D117S 2,500 SCX-4650F, SCX-4650N, SCX-4652F

MLT-D203S
MLT-D203L

3,000
5,000

SL-M3320ND, SL-M3820D, SL-M3820DW, SL-M4020ND, SL-M3370FD, 
SL-M3870FW, SL-M4070FR

MLT-D203E 10,000 SL-M3820D, SL-M3820DW, SL-M4020ND, SL-M3870FW, SL-M4070FR

MLT-D203U 15,000 SL-M4020ND, SL-M4070FR, SL-M4020NX, SL-M4070FX

MLT-D204S
MLT-D204L

3,000
5,000

SL-M3825D, SL-M3375FD

MLT-D204E 10,000 SL-M3825D

MLT-D205S
MLT-D205L

2,000
5,000

ML-3300, ML-3310D, ML-3310ND, ML-3710D, ML-3710DW, ML-3710ND, 
ML-4833FD, ML-4833FR, SCX-5637FR

MLT-D205E 10,000 ML-3710D, ML-3710ND, SCX-5637FR

품명 모델 Mono
인쇄매수 사용프린터

Toner

MLT-D208S
MLT-D208L

4,000
10,000

SCX-5635FNK, ML-3475D, ML-3475ND

MLT-D209S
MLT-D209L

2,000
5,000

SCX-4824FNKG, SCX-4828FNK, SCX-4828FNKG, ML-2853D, ML-2853D/GOV,
ML-2855NDK, ML-2853ND

MLT-D305S
MLT-D305L

7,000
15,000

ML-3753ND, ML-3753ND/GOV

MLT-D307S
MLT-D307L
MLT-D307E
MLT-D307U

7,000
15,000
20,000
30,000

ML-4510ND, ML-5010ND, ML-5015ND

MLT-D308S
MLT-D308L

10,000
20,000

ML-4055N, ML-4555N

MLT-D309S
MLT-D309L
MLT-D309E

10,000
30,000
40,000

ML-5510N, ML-5510ND, ML-6510ND

MLT-D380L 20,000 ML-8851N, ML-8951N

ML-D1630A 2,000 ML-1631K, ML-1631KG, ML-1631SK, SCX-4501K, SCX-4501KG, SCX-4501SK

ML-D2850A
ML-D2850B

2,000
5,000

ML-2450DK. ML-2450DKG, ML-2851DK, ML-2851DKG, MK-2852DK, 
ML-2852DKG

ML-D3050A
ML-D3050B

4,000
8,000

ML-3050, ML-3051N, ML-3051NG, ML-3051ND, ML-3051NDG

ML-D3470A
ML-D3470B

4,000
10,000

ML-3471DKG, ML-3471DK, ML-3472NDKG, ML-3472NDK

ML-D4550A
ML-D4550B

10,000
20,000

ML-4550, ML-4551N, ML-4551ND, ML-4551NDG, ML-4551NG, ML-4551NJ, 
ML-4552N/GOV

ML-D8400A
ML-D8400B

12,000
20,000

ML-8400, ML-8400N, ML-8400G, ML-8400NG, ML-8800, ML-8800N, 
ML-8800G, ML-8800NG, ML-8900, ML-8900N, ML-8900G, ML-8900NG

MLT-D119S 2,000
ML-1610, ML-1620, ML-1625, ML-1610R, ML-1625R, ML-2010, ML-2010R, 
ML-2020, ML-2510, ML-2570, ML-2570G, ML-2571N, SCX-4321, SCX-4521F, 
SCX-4521FG

Drum
MLT-R116 9,000 SL-M2675FN, SL-M2625

MLT-R204 30,000 SL-M3825D, SL-M3370FD

모노 레이저프린터

프린터 옵션 •기능 및 사용법 문의 (삼성전자 서비스) 1588-3366    •구입문의 080-767-0303

삼성 복사용지 삼성 스마트프린터에 최적화된 고품질 프린터 용지
부드러운 종이
빳빳한 종이는 인쇄시 힘이 많이 들어가 롤러마모를 
일으키고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NO! 석면탈크 
삼성Paper는 용지를 만들때 석면 탈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합니다.

고품질 친환경 펄프
환경 인증된 무염소 고급 펄프를 사용하여  높은 도값으로 
선명한 화질을 구현합니다. 

구분 모델코드 규격(mm) 평량 매수 / 권 권 / 박스

A4 SSP-A475U 210×297 75g 500매 5권

A3 SSP-A375U 297×420 75g 250매 5권

B4 SSP-B475U 257×364 75g 500매 5권

B5 SSP-B575U 182×257 75g 500매 5권

A4 SSP-A485U 210×297 85g 500매 5권

A4 SSP-A485UE 210×297 85g 500매 1권

컬러 레이저프린터
   모델    사용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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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n Magenta Yellow Black

   토너
CLT-C404S CLT-M404S CLT-Y404S CLT-K404S

●
1,000매 1,000매 1,000매 1,500매

CLT-C404H CLT-M404H CLT-Y404H CLT-K404H
●

1,000매 1,000매 1,000매 1,500매

CLT-C609S CLT-M609S CLT-Y609S CLT-K609S
●

7,000매 7,000매 7,000매 7,000매

CLT-C405S CLT-M405S CLT-Y405S CLT-K405S
●

1,000매 1,000매 1,000매 1,500매

CLT-C405H CLT-M405H CLT-Y405H CLT-K405H
●

1,000매 1,000매 1,000매 1,500매

CLT-C406S CLT-M406S CLT-Y406S CLT-K406S
●

1,000매 1,000매 1,000매 1,500매

CLT-C406H CLT-M406H CLT-Y406H CLT-K406H
●

1,000매 1,000매 1,000매 1,500매

CLT-C407S CLT-M407S CLT-Y407S CLT-K407S
● ● ●

1,000매 1,000매 1,000매 1,500매

CLT-C409S CLT-M409S CLT-Y409S CLT-K409S
● ● ● ●

1,000매 1,000매 1,000매 1,500매

CLT-C504S CLT-M504S CLT-Y504S CLT-K504S
●

1,800매 1,800매 1,800매 2,500매

CLT-C506S CLT-M506S CLT-Y506S CLT-K506S
● ●

1,500매 1,500매 1,500매 2,000매

CLT-C506L CLT-M506L CLT-Y506L CLT-K506L
● ●

3,500매 3,500매 3,500매 6,000매

CLT-C508S CLT-M508S CLT-Y508S CLT-K508S
● ●

2,000매 2,000매 2,000매 2,500매

CLT-C508L CLT-M508L CLT-Y508L CLT-K508L
● ●

4,000매 4,000매 4,000매 5,000매

CLP-C300A CLP-M300A CLP-Y300A CLP-K300A
● ● ●

1,000매 1,000매 1,000매 2,000매

CLP-C600A CLP-M600A CLP-Y600A CLP-K600A
● ●

4,000매 4,000매 4,000매 4,000매

CLP-C660A CLP-M660A CLP-Y660A CLP-K660A
● ●

2,000매 2,000매 2,000매 2,500매

CLP-C660B CLP-M660B CLP-Y660B CLP-K660B
● ●

5,000매 5,000매 5,000매 5,500매

CLP-C705B CLP-M705B CLP-Y705B CLP-K705B
●

15,000매 15,000매 15,000매 15,000매

   패키지
CLP-P300C

● ● ●
1,000매 1,000매 1,000매 2,000매

CLT-P404C
●

1,000매 1,000매 1,000매 1,500매

CLT-P405C
●

1,000매 1,000매 1,000매 1,500매

CLT-P406C
●

1,000매 1,000매 1,000매 1,500매

CLT-P407C
● ● ●

1,000매 1,000매 1,000매 1,500매

CLT-P409C
● ● ● ●

1,000매 1,000매 1,000매 1,500매

   이미지 유니트
CLP-R300A

● ● ●
Mono 20,000매 / Color 12,500매

CLT-R406
●

20,000매

CLT-R407
● ● ●

Mono 24,000매 / Color 6,000매

CLT-R409
● ● ● ●

Mono 24,000매 / Color 6,000매

CLP-R705K
●

Mono 50,000매

CLP-R705T
●

Color 50,000매

   전사벨트
CLT-T508

● ● ●
50,000매

CLP-T600A
● ●

35,000매

CLP-T660B
● ●

50,000매

   페토너통
CLP-W300A

● ● ●
Mono 5,000매 / Color 1,250매

CLT-W409
● ● ● ● ● ● ●

Mono 10,000매 / Color 2,500매

CLT-W406
●

8,750매

CLT-W504
●

17,500매

CLT-W506
●

15,000매

CLP-W705A
●

50,0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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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SD/메모리카드/정품PC옵션 삼성 PC 정품 액세서리
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

태블릿PC 7
700T1C

태블릿PC 5
500T1C

태블릿PC 3
300TZC

노트북 9 2015 
Edition

노트북 9
Plus

노트북 9
(900X3K)

노트북 9 Style
(910S5K)

노트북 9 Lite
(910/905S3K)

노트북 M
노트북 8
(870Z5G)

노트북 5
(500R5K/H)

노트북 2
(270E5J)

전
원
어
댑
터

AA-PA3NS90
•90W 슬림형 전원 어댑터

 (3.0ø/5.5ø)

- - - - ● ● ● ● ● ● ● ●

어
댑
터

AA-AE2N12B
•LAN 전용 어댑터 

(mini Ethernet 포트 사용)
- - - - ● ● ● ● - - - -

AA-AE3AUUB
•LAN 전용 어댑터

 (USB 포트 사용)

- - - ● - - - - ● - - -

 AA-AV2N12B
•VGA 전용 어댑터 

(mini VGA 포트 사용)
- - - - ● ● - - - - - -

AA-AH3AUKB
•micro HDMI to VGA 어댑터

(HDMI to mircro HDMI 젠더포함) 

● ● ● ● - - ● ● ● - - -

파
우
치

AA-BS6NBCG
•북커버

● - - - - - - - - - - -

AA-BS5NBCG
•북커버

- ● - - - - - - - - - -

AA-BS4NBCW
•북커버

- - ● - - - - - - - - -

AA-BS5N11W
•파우치(화이트), 

내부 액세서리 수납공간

● ● - ● - - - - ● - - -

AA-BS6N11W
•슬림파우치(화이트)

● ● - - - - - - - - - -

AA-BS8N13W
•파우치(화이트) 

- - - - ● - - ● - - - -

액
정
보
호 
필
름

AA-SP1NW11
(Anti-glare type)

● ● - - - - - - - - - -

기
타

AA-DP2N65W/L (탭5)
•S 펜

- ● - - - - - - - - - -

AA-SL0NKEY
•도난 방지 케이블 

(슬림 시큐리티 슬롯)

- - - - ● - ● ● - - - -

※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 스토어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http://store.samsung.com/sec

삼성 노트북 International Warranty

해외에서 삼성컴퓨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제품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원하시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별 서비스 센터 정보는 www.samsung.com/sec/support “노트PC 국제보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인증

정부에서 인정받은 삼성전자의 서비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여 인증을 해주는 서비스 평가제도입니다.

컴퓨터 AS 부문 13년 연속 서비스 품질지수 (KS-SQI) 1위 기업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KS-SQI)에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13년간 1위 수상! 서비스는 역시 삼성!

사이버 서비스센터(www.3366.co.kr)

센터를 방문하시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약 140여 개의 서비스센터망과 6천여 명의 전문 엔지니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된 약 140여 개의 서비스센터망과 강도 높은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한 전문서비스 엔지니어를 통해 고객님이 원하는 가장 편한 날짜와 시간대를 맞추어 방문하여 서비스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후 만족도 및 불편사항 확인을 위한 해피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설치 및 상담신청 방법

AM 08:00 ~ 익일 AM 02:00까지평일

토요일 AM 09:00 ~ PM 18:00까지 (*공휴일, 일요일 휴무)
서비스
제공 시간

온라인 상담(S Service)
채팅 및 원격으로 컴퓨터 사용에 대한 
궁금증을 도와드리고 삼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http://g-sis.co.kr 
접속

1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설치

삼성 컴퓨터의 서비스 이래서 좋습니다.

•휴대폰 예약 서비스  • PC 원격제어 상담 서비스 •자가 고장진단, 조치방법 안내 서비스 • 가까운 지점안내 및 수리 내역조회 서비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

[시작하기] 버튼 클릭 
온라인 상담(S Service) 

실행

문의 내용과 대화명 입력 

2 3

상담 신청

HX-MT050DA/K2 (500 GB), HX-MT050DA/K4 (500 GB)
HX-MTD10EA/K2 (1 TB), HX-MTD10EA/K4 (1 TB)
HX-MTD20EN/K2 (2 TB), HX-MTD20EP/K4 (2 TB)

• 삼성 시크릿존, 자동백업, 세이프티키 • 10배 빠른 Super Speed USB 3.0 지원 (USB 2.0대비) 
•USB 일체형 프리미엄 디자인  •데이터 보안 소프트웨어 지원

HX-M500TAB/K (500 GB), HX-M500TAE/K (500 GB)
HX-M101TAB/K (1 TB), HX-M101TAE/K (1 TB)
HX-M201TAB/K (2 TB), HX-M201TAE/K (2 TB)

HX-D201TEB/K (2 TB), HX-D301TEB/K (3 TB)

•삼성 시크릿존, 자동백업, 세이프티키
 •10배 빠른 Super Speed USB 3.0 지원 (USB 2.0대비)
•데이터 보안 소프트웨어 지원•별도의 전원 어댑터 연결하여 사용

[850 PRO] [850 EVO]

삼성 USB 메모리

2.5인치

3.5인치

삼성 SSD 850 시리즈

삼성 외장하드

삼성 키보드

• HD 16:9 와이드 스크린의 
    선명한 화질 지원
• 정지영상 최대 800만 지원
• 1280 × 720 P HD동영상 지원
• 자동 Face Tracking 기능지원

SPC-HD800TB

•아이솔레이션 키보드
•USB연결방식 
• 멤브레인 방식 표준형키 106개
• Win98/ME/2000/XP/ 

Vista/Win7 호환

SKS-9000UB

• MX 청축키 사용 기계식  
키보드 (CHERRY사)

•기본적인 106개의 일반키와 
    1개의 게이밍키 제공
•키마다 다른 각도와 높이로 
    편안한 타이핑 제공

 SKM-1000UB

• 슬림한 두께와 편안한 작업환경을 제공
•모든 PC와 매치되는 모던한 감각
• 멤브레인 방식 표준형키 106개,  

키스킨 제공 
• Win98/ME/2000/XP/ 

Vista/Win7 호환

SKG-720C

• Scissors switch type 키탑 적용으로 
부드러운 키감 

•인터넷, 이메일, 검색의 멀티키 지원 
•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높이 

 조절 가능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

 SKS-9500UB

•85키의 미니 키보드
• 12개의 멀티미디어키 지원 

(FN조합)
•깔끔한 실크 인쇄와 심플한 디자인
•사용환경에 맞추어 간편하게 
    각도 조절

SKN-6100UB 

•고성능 무선 2.4 GHz 무선 방식
• 키보드 기능키 탑재 (미디어8키/
    인터넷3키/윈도우3키)
• 건전지 교체시기를 알림기능  

(LED표시)
• 마우스 dpi변환 (800/1600)

SRP-9200B

• 슬림한 펜타그래프 키보드 
(USB방식)

•틸트 적용으로 높낮이 조절 가능
• 기본 104키 지원(12개의 

 멀티미디어키 지원)

SKS-2000UB

• 표준 106키를 적용한  
멤브레인 키보드

• 오랜 사용에도 편안한  
인체공학적 설계

•USB 연결방식

SKG-3000C

※ 매장별로 판매되는 모델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구매 전 매장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 제품 성능은 삼성 내부 테스트 환경 및 조건 하에서 측정된 수치이며, 사용 기기 및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삼성 PC카메라

  [850 EVO mSATA]  [850 EVO M.2]

 MZ-7KE128B/KR(BW), MZ-7KE256B/KR(BW) 
 MZ-7KE512B/KR(BW), MZ-7KE1T0B/KR(BW)      

MZ-75E120BW, MZ-75E250BW,
MZ-75E500BW, MZ-75E1T0BW

MZ-M5E120BW, MZ-M5E250BW,
MZ-M5E500BW, MZ-M5E1T0BW

MZ-N5E120BW, MZ-N5E250BW,
MZ-N5E500BW

용량 128/256/512 GB, 1 TB 120/250/500 GB, 1 TB 120/250/500 GB, 1 TB 120/250/500 GB

전송 속도 읽기 최대 550 MB/s, 쓰기 최대 520 MB/s
(256 GB 이상) 읽기 최대 540 MB/s, 쓰기 최대 520 MB/s 읽기 최대 540 MB/s, 쓰기 최대 520 MB/s 읽기 최대 540 MB/s, 쓰기 최대 500 MB/s

특징 • 간편한 3단계 설치(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 간편한 3단계 설치(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울트라슬림 PC용 SSD •울트라슬림 PC용 SSD

※ 설치 액세서리 별도 구매

삼성 마이크로SD 카드

삼성 메모리카드

MU-PS250B/KR, MU-PS500B/KR,
MU-PS1T0B/KR

용량 250/500 GB, 1 TB

전송 속도 읽기/쓰기 최대 450 MB/s

특징
•강화된 암호체계로 보안성 업그레이드
•휴대 간편한 콤팩트 사이즈(71 × 53.2 × 9.2 mm, 최대 30 g)

삼성 스피커

SMS-M1000

•작지만 강한 다이나믹 스피커 
•모든 제품에 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
•투명 받침대에 조명되는 은은한 LED램프 
•모든 오디오 장비와 연결 가능 
•정격출력 : 2 W (1 W + 1 W)

•스테레오 2.0 채널 멀티미디어 스피커
•USB 전원 공급
•정격출력 : 2 W + 2 W

SMS-A90UB

•2Way + 2Way (정격출력 각 2.5 W)
•편리한 볼륨 조절과 전원 ON/OFF
•저역 및 보역 보강회로 적용
•고광택 하이그로시 및 UV코팅적용

SMS-B3000

삼성 공유기

•1안테나, 5 dBi
•150 Mbps 지원 공유기
•400 MHz 고성능 CPU사용

SWW-1000RB

•2안테나, 5 dBi
•300 Mbps 지원 공유기
•400 MHz 고성능 CPU사용

SWW-3000RV

•Broadcom Airforce SoC 사용
•300Mbps 지원 공유기
•3안테나, 2.4 G Wi-Fi 최적화

SWW-3100BG

•Realtek SoC 660 MHz 사용
•4안테나, 5 dBi
•듀얼밴드 (5 GHz, 2.4 GHz)
•DRAM 64 MB, Flash 4 MB

SWW-3200RM

•초소형 USB 무선랜카드
•802.11 a/b/g/n 지원
•휴대용 무선공유기로 활용

SWU-3000RW

•5G WiFi, 듀얼밴드 11ac 무선랜
•무선최대 867 Mbps                                                                    
• 4안테나(듀얼 2.4 G, 5 G),  

유선4포트(100 M)

SWW-8100RW

삼성 마우스

• 1000 dpi의 빠르고 정확한 센서 탑재
•USB인터페이스 유선마우스
• 세련된 하이그로시 디자인과 
    편안한 그립감
•부드러운 클릭감과 강한 내구성

SMH-200UB

•dpi 변환 가능 : 900/1800 dpi
• 웹페이지 버튼으로 간편하고  

빠른 앞/뒤 페이지 이동
• 은나노 항균 처리 
•측면 고무패드 사용으로 
    편안한 그립감

SMH-5100UB

•미니사이즈로 휴대가 편리
• 하이그로시의 고품격 디자인과  

부드러운 키버튼 감각  
• 800 dpi의 정밀 센서와  

USB 인터페이스 적용 
•Windows 98/ 2000/ME/XP/
    Vista/win7 호환

SMH-5000UB

•무선 2.4 GHz Optical
•건전지 교체시기 확인 
    LED 장착
•전원관리 ON/OFF 스위치
• dpi 변환 가능
    (800/1200/1600)

SMO-5000B

•무선 2.4 Ghz Optical 
•800/1600 DPI 변환버튼 지원
•전원관리를 위한 ON/OFF 스위치 
•건전지 교체시기 확인 LED 장착
•편리한 웹서핑을 위한 웹페이지 
    앞/뒤 이동 버튼

SMO-5500S

- 블루투스 마우스 3.0 
- 절전기능의 On/Off 스위치 적용
-  페어링 스위치 적용으로 쉽게  
셋팅 가능

SMB-1000WS

삼성 헤드셋

• 자브라 방식 마이크(자유로운 위치조정) 
•볼륨조절, 음소거 리모컨 
•헤어밴드 엠보싱 적용 부드러운 착용감)
•헤드유닛 길이조절 기능
•케이블 길이 2.2 m

SHS-200BT

•블랙컬러와 메탈헤어라인을 강조한 디자인  
• 40 mm 풀레인지 유니트 적용으로  

풍부한 사운드
• 소프트 이어쿠션과 탄력적인 헤어밴드 
•음소거 기능과 손쉬운 볼륨 조절이 가능

SHS-300BT

ㆍ건강까지 생각한 은나노 헤드셋
ㆍ 외부음 차단과 편안한 착용감의  

이어패드
ㆍ 깨끗한 음성 전달을 위한 고성능 

노이즈 제거 마이크

SHS-100BT

• COB (Chip On Board) 방식의 빠른 저장속도
•고용량 실현과 편리한 스윙 방식
• 심플함과 고급스런 DECO가 빛나는 디자인 
•간편한 접속과 실용적 기능 지원

SUM-UWW4/8/16/32

• USB3.0 (SuperSpeed), USB 2.0 호환 
•Plug & Play 
• 캡 분실 염려가 없는 슬라이드 방식
 •스틸 케이스 적용으로 커넥터 부분 보호 
• USB 2.0 대비 규격속도 10배 빠른 USB 3.0

SUM-MSS16S/32S/64S

삼성 SD 카드

[EVO] [PRO][EVO Plus]

MB-SP16D/KR, MB-SP32D/KR 
MB-SP64D/KR

MB-SC32D/KR
MB-SC64D/KR

MB-SG16D/KR, MB-SG32D/KR
MB-SG64D/KR

MB-SD32D/KR
MB-SD64D/KR

용량 16/32/64 GB 32/64GB 16/32/64 GB 32/64 GB

전송 속도 최대 48 MB/s 읽기 최대 80 MB/s
쓰기 최대 20 MB/s

읽기 최대 90 MB/s, 쓰기 최대 80 MB/s
(16 GB :  50 MB/s)

읽기 최대 95 MB/s
쓰기 최대 90 MB/s

속도 등급 Grade1, Class 10 Grade3, Class 10

•인터페이스 : UHS-I, HS •규격 : SDHC(16, 32 GB), SDXC(64 GB)•호환기기 : 디지털카메라, DSLR, 캠코더, 노트북 등
•사이즈 : 32 × 24 × 2.1 mm  •보증기간 : 10년 제한 보증

[PRO Plus]

•빠른 전송속도
•매혹적인 레드와인 컬러
• 캡 분실 방지를 위한 스윙캡 구조
• COB 방식의 제품 안정성

SUM-QSB4/8/16/32

•USB2.0, USB1.1 호환 • Plug & Play 
• 별도 전원 및 케이블 불필요 

 (단, Windows98 제외)
•완벽 방수 먼지/ 정전기 방지 
•영역 할당, 포맷 가능
•삼성정품 MLC MEMORY 사용

SUM- LSM4/8/16/32

• USB3.0 (SuperSpeed), USB 2.0 호환 
• 견고함과 신뢰감을 주는  

Bridge Tower 모티브 디자인
• 캡 분실 염려가 없는 슬라이드 방식 
•스틸 케이스 적용으로 커넥터 부분 보호
•USB 2.0 대비 규격속도 10배 빠른 USB 3.0

SUM-TSW16S/32S

•OTG메모리, Plug & Play
• USB 2.0 지원,  

안드로이드 4.0이상 지원
• OTG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제품 호환

SUM-OMW8/16/32

• 메탈 소재 프리미엄 디자인 
• USB 3.0 (USB 2.0 호환)
• 빠른 전송 속도(최대 130 MB/s)
• 강력한 데이터 보호 기능 : 5-Proof  

(침수/X-ray/고온/자기장/충격)
• 용량 : 16/32/64 GB

MUF-16BA/APC, MUF-32BA/APC,  
MUF-64BA/APC

삼성 포터블 SSD 

[PRO][EVO]

MB-MP16D/KR, MB-MP32D/KR,
 MB-MP64D/KR, MB-MP128D/KR

MB-MC32D/KR, MB-MC64D/KR, 
MB-MC128D/KR 

MB-MG16D/KR, MB-MG32D/KR
MB-MG64D/KR

MB-MD32D/KR
MB-MD64D/KR

용량 16/32/64/128 GB 32/64/128 GB 16/32/64 GB 32/64 GB

전송 속도 최대 48 MB/s 읽기 최대 80 MB/s
쓰기 최대 20 MB/s

읽기 최대 90 MB/s, 쓰기 최대 80 MB/s
(16 GB : 50 MB/s)

읽기 최대 95 MB/s
쓰기 최대 90 MB/s

속도 등급 Grade1, Class 10 Grade3, Class 10

•인터페이스 : UHS-I, HS •규격 : SDHC (16, 32 GB), SDXC (64, 128 GB)•호환기기 :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등 
•사이즈 : 15 × 11 × 1.0 mm  •보증기간 : 10년 제한 보증

[T1]

[EVO Plus] [PRO Pl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