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Essence of
Completion
삼성 갤럭시 S9 디자인스토리



숫자 ‘9’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최고의 경지를 의미하곤 합니다. 

1부터 8까지의 역사가 축적된 완성이자, 다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기능의 혁신 이후, 그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세심하게 다듬어지며 완벽을 향해가는 디자인의 갤럭시 S9을 소개합니다. 



정제를 거듭하며 
완성되어가는 조형
갤럭시S9은 디자인의 정수만을 남기기 위해 보다 세심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디테일을 보는 노력과 정밀한 기술로 갤럭시 S9은 완벽하게 하나된 조형을 선보입니다.



곡선을 통해 경험하는 일체감

시각적인 일체감을 완성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와 바디가 하나의 실루엣을 

이루었습니다. 갤럭시 S9은 바디와 디스플레이의 곡률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바디와 디스플레이를 감싸는 조화로운 곡선을 

통해 사용자는 일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기능적으로 
강화된 메탈 프레임

메탈 프레임은 업그레이드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스크래치에 

더욱 강해졌습니다. 글라스보다 프레임을 살짝 돌출시켜 내구성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메탈 소재에 Satin Gloss효과를 줘 은은한 

광택감을 더했고 바디와 유사한 컬러 조정으로 바디와 프레임의 

일체감을 이뤘습니다.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Oneness

디스플레이의 변화는 무엇보다 사용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하단의 길이를 

줄이고 디스플레이와 프레임 사이의 베젤을 축소하여 시각적인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상단에 위치한 각종 센서의 홀을 

숨겨서 시각적 방해 요소도 최소화했습니다.



사용할수록 
알아가는 가치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손안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보고 들으면서 발견하는 가치는 그래서 더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갤럭시 S9은 

사용자의 경험 맥락을 이해하고 최적화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손안에서 느껴지는 배려

세심하게 다듬어진 갤럭시 S9 디자인의 배려는 사용자의 손안에서 

일어납니다. 측면 Physical Key의 높이와 폭을 조정해 한 손으로도 쉬운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또 손에 잡히는 제품 측면의 곡면을 자연스럽게 

줄여 손안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립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풍부하게 즐기는 Sound 

우리의 일상을 좀 더 풍부한 사운드로 채우기 위해 갤럭시 S9은 달라졌습니다. 

듀얼 스피커 서라운딩 효과로 넓게 울려 퍼지는 음향을 전달합니다. 

제품 하단에 위치한 스피커 홀은 하나의 구멍으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더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디테일 안에서 
완성되는 갤럭시 S9 

세심하게 변화한 디자인의 차이는 갤럭시 S9을 사용하는 순간 극대화 됩니다. 

후면에 위치한 2대의 카메라 홀은 세로로 정렬되어 후면 디자인을 더욱 슬림하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카메라와 후면 센서도 본체와 보다 조화롭게 표현

하였습니다. 지문센서 역시 중앙으로 배치하여 왼손이나 오른손 모두 손쉽게 

닿아 편리한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빛을 담은 컬러,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액세서리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스마트 폰에 일상의 감성과 익숙함을 담았습니다. 정제된 컬러와

다양한 액세서리로 갤럭시 S9은 우리 일상과 주변 환경에 더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하루를 담은 갤럭시 S9의 컬러

갤럭시 S9의 4가지 컬러는 하루 동안 시간마다 달라지는 빛을 담아 탄생했습니다. 

새벽이 넘어가기 전 칠흑 같은 밤을 표현한 Black, 아침의 차가운 안개와 서리에 닿은 

빛을 표현한 Gray, 새벽녘의 은은한 빛이 투영된 물의 색을 담은 Blue, 저녁노을이 

질 때 하늘에 퍼져나가는 석양의 빛을 담은 Purple. 갤럭시 S9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 

빛이 투영되는 찰나의 완벽한 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익숙한 소재와 
컬러를 담은 액세서리  

제품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액세서리 커버는 사용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합니다. 기존의 클리어

커버와 실리콘 외에도 신소재를 활용한 재질과 색상으로 그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패브릭이 가진 직조 패턴의

고급스러움을 살린 Weaving, 운동화 소재를 사용해 젊고 스포티한 감성을 살린 Hyper Knit, 캐리어를 축소한

듯한 위트 있는 디자인의 Rugged, 가죽의 고급스러움을 담은 알칸타라. 다채로운 소재와 디자인의 액세서리로

갤럭시 S9은 사용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커버 등 액세서리는 별도 판매합니다.



일상이 마음 속 
여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스마트폰이 비단 불편함을 개선하고 편리함을 위한 도구가 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친밀하고 따스한 도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벨소리를 기다리기도 하고, 잊지 못할 순간을 저장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던 놀라운 것을 

보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자 합니다. 



갤럭시 S9의 강화된 카메라 기능으로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과 만날 수 있습니다. 

Super Slow-mo 기능은 짧은 순간을 초당 약 

1,000 프레임으로 촬영해 빠르게 지나는 물체를 

초고속으로 촬영하여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험을 
확장하는 카메라 



사용자가 찍은 셀카를 바탕으로 나만의 

AR  Emoji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개성과 감정을 담아낸 AR  Emoji는 

생성되는 즉시 메시지에 사용 가능한

다양한 스티커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게 되는 Lock Screen 역시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Lock Screen을 구성하는 시계, 날짜의 텍스트 

컬러가 사용자가 지정한 배경과 어울리는 컬러로 자동 설정되어 조화로운 

Lock Screen을 완성합니다. 

사용자가 갤럭시 S9을 사용하지 않는 순간에도 그 기능과 디자인은 사용자를 

향합니다. 새로워진 AOD(Always On Display)는 20여 가지의 기본 제공 

GIF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 

생동감 있는 디스플레이로 사용자의 무드를 반영합니다.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완성



트렌드를 반영한 
갤럭시 S9의 사운드

사운드는 스마트폰의 정체성을 만드는 일상의 요소입니다. 갤럭시 S9이 가진 조화와 완성의 가치에 음악 트렌드를

반영하여 청각적 언어로 표현합니다. 힙합, R&B, 팝 등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지닌 한국 아티스트 수란과 협업하여

링톤 10종과 알림음 10종을 적용했습니다. 보다 감각적이고 트렌디하게 변신한 갤럭시 S9의 사운드를 경험해보세요. 



보는 것만으로는 그 가치를 전부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밤과 낮, 아름다움과 편안함, 대조되는 듯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한결같은 

가치는 순간의 완벽보다는 시간을 넘어서는 ‘완성’일 때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갤럭시 S9의 정제된 디자인은 드러내기보다는 

은은하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www.samsung.com/sec
http://design.samsung.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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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바인더2
	13
	14






	15


	16_
	17_

	19_
	Star_pdf_V6_kr
	Star_pdf_V6_kr
	Star_pdf_V6_kr
	Star_pdf_V6_kr
	Star_pdf_V6_kr
	Star_pdf_V6_kr
	Star_pdf_V6_kr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