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제품 모델명 지원여부 비고

· 기어 S3의 S헬스와 연동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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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안드로이드 제품]

- G Pro2(LG-F350S), 옵티머스G3(LG-F400), G4(LG-F500), G5(LG-F700), 넥서스5(LG-D821), V10(LG-F600), Moto X(XT1902), 베가아이언2(IM-A910S), 엑스페리아 Z3(D6653), Mi4

[iOS 제품]

iOS 기반의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경우 기능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답장 기능 제한 (문자 메시지, 메신저 앱, 이메일 등의 답장 및 동기화 기능 미지원 등)

- S헬스 기능 제한 (투게더, 지도보기 및 소셜 네트워크 공유, 오늘의 운동 제안 등)- S헬스 기능 제한 (투게더, 지도보기 및 소셜 네트워크 공유, 오늘의 운동 제안 등)

- Find my phone 기능 미지원 (Find my Gear는 가능)

- 삼성 적용 기능 제한 (삼성페이, 티머니, 나이키 러닝, SOS 요청 보내기 등)

- 기어 S2 3G, 기어 S3 LTE 모델의 경우, 착신 전환 기능 제한

- 단독 뮤직 플레이어를 사용을 위해 기어로 음악 파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어 뮤직 매니저 (PC Web)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어 앱스토어를 통한 앱 다운로드 시, 무료 및 기어 단독 사용 앱만 다운로드 가능하며,

  일부 앱의 경우 제공사 상황, OS, S/W 버전, 서비스 지역 등에 의해 다운로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어 S3는 안드로이드 4.3(타사 스마트폰은 4.4), RAM 1.5 GB 이상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및 iOS 9.0 이상 & iPhone5 이상의 스마트폰과 호환됩니다.

    다만, H/W 사양, S/W OS버전 등에 따라 호환이 되지 않거나 일부 기능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상기 '기어 S3 호환 모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약사항 외에도 H/W 사양, S/W 및 OS 버전, OS 제약 사항 등에 따라 호환이 되지 않거나 일부 기능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어와 iPhone 연동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지원 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어와 iPhone은 BLE(Bluetooth Low Energy)를 통해 연결되므로, 데이터 로딩 및 앱 설치 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iOS 10.X 버전의 iPhone 6S, iPhone 6S+와 기어와의 연결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기어 S2의 핸즈프리 연결을 포함한 다른 Bluetooth 기기의 연결을 해제 하신 후,

    Bluetoo    Bluetooth를 껐다가 다시 켜시기 바랍니다. (LE연결을 제외한 모든 블루투스장치 연결 해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콜센터(1588-336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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