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Smart with Style
삼성 갤럭시 워치 디자인스토리



개성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단순히 일상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남다른 존재감을 빛내며, 자신만의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을 담아 
갤럭시 워치는 다시 한번 견고하게 정제되었습니다. 원형 갤럭시 워치는 다시 한번 견고하게 정제되었습니다. 원형 
베젤이 주는 고유의 디자인과 더욱 스마트해진 Circular UX의 
비범함은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이들의 시선을 충분히 
사로잡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순간을, 가치 있는 하루를, 
매력적인 일상을 함께하기 위해 한 차원 높이 
진화한 모습으로 돌아온 갤럭시 워치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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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이는 42mm 제품은 더 깊은 감성을 녹인 미드나잇 

블랙(Midnight Black)과 영롱한 빛을 발산하는 로즈 골드 

(Rose Gold), 두 가지 디자인으로 출시되어 더 많은 사용 

자가 폭넓게 갤럭시 워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로즈 골드의 리어케이스를 딥브라운으로 처리해 브라운 

과 골드의 매치에서 오는 우아함을 담았습니다. 

바다에서바다에서 시원한 액티비티를 즐기고, 사무실에서 집중해 

업무를 보고, 콘서트장에서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 

모든 순간, 스마트한 기술은 계속됩니다. 갤럭시 워치는 

당신의 손목에서 특유의 매력과 스타일로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습니다. 

더 짙어진 스포티한 감각과 더 정교해진 리얼 워치 

감성은 삼성 갤럭시 워치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이면서 액세서리이고,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 

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아름다운 형태로 응축한 갤럭시 

워치는 일상 속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하며 남과 다른 

라이프를 완성하는 특별한 요소가 됩니다. 

갤럭시갤럭시 워치는 46mm와 42mm 두 가지 사이즈, 세 가지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사용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실버와 블랙이 유연하게 매치된 46mm 실버(Silver)는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시계를 바라보았을 때 시선 

이 실버 바디를 따라 흐르도록 디자인해 시각적으로 더 

얇아 보이도록 합니다. 콤팩트한 크기와 트렌디한 색감이

이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시계를 착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스마트한 기술이 시계에 
접목되면서 시계는 이미 그 고전적인 역할을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삼성전자는 진정한 ‘시계 
다움’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정제된 디자인과 UX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Circular UX로 많은 
사람들에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갤럭시 워치, 
스타일의 폭을 확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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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맞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쉽게, 그리고 상시로 충전하며 

쓰는 기기가 아니다 보니 배터리 수명에 대한 사용자 

니즈가 언제나 따라오곤 했죠.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를 

선보일 때마다 배터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용량을 

늘려왔는데요. 갤럭시 워치에서도 역시, 전작보다 한결 

길어진 배터리 수명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갤럭시갤럭시 워치에서 하드웨어는 전체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품 뒷면에 

있는 센서입니다. 몸에 직접 닿아 사용자의 상태를 체크 

하는 후면 센서의 개수를 추가해 더 정밀하고 빠르게 

정보를 감지할 수 있죠. 반면 센서가 피부에 닿는 면적을 

줄이고, 살짝 돌출시켜 사용자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면서도 장시간 착용했을 때 습기가 차는 등의 불편 

함은 최소화했습니다.함은 최소화했습니다.

웨어러블 특성상 배터리 수명이나 기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착용하는 순간, 작은 변화가 주는
큰 가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Q2
그렇습니다. 스트랩에서도 갤럭시 워치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다양한 취향까지 담을 수 있도록 노력 

했습니다. 손목을 감는 방향을 따라 뻗은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실리콘 스트랩은 액티브함과 

스피디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또한 각 제품별로 다양한 

컬러의 스트랩을 제공해 바디와 스트랩의 믹스 앤 매치에 

따라 갤럭시 워치의 분위기를 색다르게 변신시키죠. 

46mm46mm 실버의 블랙(Onyx Black)과 블루(Deep Ocean 

Blue), 그레이(Basalt Gray) 스트랩은 제품을 더욱 매력 

있게 완성해줍니다. 42mm 미드나잇 블랙에는 블랙 

(Onyx Black)과 그레이(Lunar Gray), 레드(Terracotta 

Red), 옐로우(Lime Yellow), 퍼플(Cosmo Purple) 스트랩 

이, 42mm 로즈 골드에는 핑크 베이지(Pink Beige)와 

그레이(Cloud Gray), 브라운(Natural Brown) 스트랩이 

제공되어제공되어 컬러 믹스 앤 매치로 개성 있는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갤럭시 워치 스트랩은 

갤럭시 노트9의 케이스와도 매치할 수 있어 스마트폰과 

스마트 워치의 통일감 있는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스트랩도 갤럭시 워치의 디자인을 빛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랩의 변화는 갤럭시 워치의
또 다른 스타일적 진화를 가져왔습니다.

Q1
이번 갤럭시 워치의 디자인은 자유롭게 활동하길 즐기고, 

스타일리시함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집중했습 

니다. 그 답으로, 품격 있는 클래식 무드부터 자유로운 

캐주얼 무드까지,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폭넓은 스타 

일에 초점을 두고 외형 디자인을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그동안 고수해온 리얼 워치 철학은 그대로 계승해, 더 

완성도 높은 시계다움을 담았습니다. 

전작에서전작에서 무게감을 강조하고 볼드한 두께로 남성성을 

부각했다면, 갤럭시 워치는 마이크로한 디테일에 초점을 

맞춰 더 섬세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더 촘촘하고 

낮게 가공된 베젤의 널링 마감은 오동작을 줄였고, 여성 

이 착용해도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또한또한 스포티함의 대명사인 레이싱 워치에서 영감받은 

액티브한 감성도 디자인에 녹였습니다. 역삼각형 패턴을 

적용한 인덱스 디자인이 그 결과 중 하나인데요. 인덱스 

삼각형의 꼭짓점이 시계 침과 더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 

도록 해서, 역동적인 상황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인지하 

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갤럭시 워치는 참 특별한 점이 많습니다. 두 
가지의 사이즈부터 다양한 색상까지, 과거 
에는 선보이지 않았던 색다른 구성을 보여 
줬는데요. 외형 디자인에서는 어떠한 변화 
가 있었을까요?

정교하고 섬세한 디테일은 
다른 차원의 완벽으로 이어집니다.

갤럭시 워치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엔 남다름과 혁신, 그리고 완벽을 위한 정제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디자이너들의 끝없는 고민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절묘한 균형과 감각적인 
취향으로 세련된 수트는 물론 캐주얼한 옷차림에도 어울리는 데일리 워치로서, 우리의 스마트한 
일상을 더 스타일리시하게 빛낼 갤럭시 워치, 그 디자인 과정을 함께한 디자이너에게 물었습니다.

정제로 완성한 
갤럭시 워치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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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감각에 대한 공감은 갤럭시 워치에서도 이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갤럭시 워치를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담았습니다. 전작의 스크린 리더 기능이 

더 섬세하게 발전해, 기능을 선택할 때 친절한 문구로 

자세하게 안내해줍니다. 또, 화면 확대 비율을 다양화 

하고, 확대된 내용은 베젤로 스크롤 하며 볼 수 있어 더 

많은 저시력자들이 정확한 시간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있습니다.

CONSIDERATION

배터리가 다 찼을 때 나타나는 스마일링 아이콘, 사용자 

에게 운동하는 법을 보여주는 튜토리얼 애니메이션 등 

갤럭시 워치의 화면에서 벌어지는 유쾌하고 감성적인 

비주얼은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또한 시계 가까이에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 초심 소리를 

구현해 리얼 워치의 청각적인 감성도 담았습니다.

SENSITIVITY

삼성전자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의 경험은 갤럭시 워치 

에서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갤럭시 워치의 My 

Photo+ 등 주요 화면과 아이콘을 갤럭시 노트9의 스타 

일과 색감을 담아 디자인해 일관된 비주얼 경험을 선사 

합니다. 또한 갤럭시 워치를 통해 여러 디바이스를 별도 

의 잠금 해제 없이 사용하고 조작할 수 있어 삼성전자의 

다양한 기기들을 넘나드는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SEAMLESSNESS

어느 하나 낭비되는 공간이 없도록, 원형 레이아웃에 

최적화된 UX는 작은 화면 안에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자가 보이는 영역을 더욱 넓혔 

습니다. 텍스트 슬라이딩, 오토 리사이징을 통해 놓치는 

내용이 없도록 자동으로 글자 크기를 조정하거나 넘겨볼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OPTIMIZATION

갤럭시 워치의 얼굴, 새로운 워치페이스 디자인은 외형 

과의 스타일적 흐름을 이룹니다. 실제 시계 화면과 같은 

다양한 디자인의 워치페이스는 리얼 워치 감성을 더욱 

높여주어 실제 시계를 차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고, 

폭넓은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GAINLINESS

갤럭시 워치의 시그니처, 원형 베젤 디자인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참신한 Circular UX
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직관적이고 유용한 기능들로 다듬어진 갤럭시 워치의 UX를 5가지의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갤럭시 워치에서 
주목해야 할 UX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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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하는 사람이나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기능으로, 서로 다른 국가의 다른 시간을 워치 

페이스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머물러 

있던 국가에서 시간이 다른 국가에 도착하면 갤럭시 워치 

가 먼저 듀얼 타임 워치 기능을 추천합니다. 

Dual Time Watch

매일 아침 일정, 날씨, 헬스 정보를 브리핑해주고, 저녁 

에는 내일의 날씨, 오늘의 헬스 정보 요약, 남아있는 

일정(리마인더)을 알려주는 기능으로 사용자가 갤럭시 

워치 하나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갤럭시 시리즈와도 연동되어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은 일정을 갤럭시 워치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ily Briefing

워치페이스에서 사용자의 일정을 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My Day Watch

그날의 할 일을 누군가가 일목요연하게 브리핑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갤럭시 워치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의 본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시간을 계획하고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Pick 1. 
갤럭시 워치로 똑똑하게 시간 관리 하기

사용자가 저장하고 설정한 기능만을 실행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갤럭시 워치는 먼저 필요한 기능을 찾아주고, 상황에 맞게 세분화된 기능을 제시하는 한 차원 높은 
UX를 담았습니다. 인텔리전트한 갤럭시 워치의 진화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줄까요?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갤럭시 워치 사용법으로 더욱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세요.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스마트한 사용법



잠을 자거나 쉬고 싶을 때 사용자가 설정한 알람을 제외 

한 다른 알림이 울리지 않도록 해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 

록 합니다. 

Goodnight Mode

언제나 환하게 켜져 있는 시계 화면은 상황에 따라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극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사용자를 방해하는 빛, 알림 등의 요소를 한 

번에 막아 줍니다.

Theater Mode

갤럭시 워치는 사용자가 일상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 사용자의 상황에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세심하게 고민했습니다. 사용자가 원할 때 상황에 맞게 

빠르게 모드를 전환해 편의성을 높이고,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Pick 2. 
빠른 모드전환으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기



Dayun Ha Giyong Lee Sookkyung Lee Jaehyun Han Moonjeong Kim Somina Min Deokho  Hwang Cheolhoon  Kang Minho Yang Sanghwa  Lee

Back-to-back Workout  

하나의 운동이 끝나면 물음을 통해 다음 운동을 지정할 

수 있게 해 운동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 

운동을 이어 하더라도 복수 운동 결과를 통해 기록을 

남길 수 있어 혼자서도 체계적인 운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Various Workouts

기존 18종이었던 종목이 39종으로 늘어나며 갤럭시 

워치의 피트니스 기능도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원하는 운동 종목을 선택하고 편집할 수 있고, 자신의 

운동 기록을 차근차근 쌓을 수 있습니다. 

Sleep Tracker  

자동으로 측정된 수면 기록을 4단계로 분석해 체계적 

으로 수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하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호흡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줍 

니다. 스트레스 연속 측정을 설정하면 실시간으로 스트 

레스 지수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ress Tracker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주는 가치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나타내는 

웰니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갤럭시 워치는 

사용자의 몸 상태를 측정하고 일상을 건강하게 관리해 

줍니다. 

Pick 3. 
내 몸에 맞게, 내 스타일대로 헬스 케어 하기



samsung.com/secdesign.samsung.com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나만의 특별한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손목을 빛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넘어, 

손목에서 시작하는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는 갤럭시 워치. 
이제, 새로움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http://design.samsung.com/kr/index.html
https://www.samsung.com/s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