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soul
Smart Watch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는 워치

“Customer Satisfaction.”
We will continue to develop technology 
based on customer's trust.

(주)시솔지주

TEL : 02-508-5656 l E-mail : sales@sisoul.co.kr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46 성남글로벌융합센터 A802호

"고객만족"
우리는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2013년 NFC solution company로 설립된 시솔은 NFC일체형 모듈개발 

및 소프트웨어개발을 통해 결제용 단말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이루었습니다.

2014년 R&D 센터의 출범후 2015년 PAYCO Dongle Solution의 진출과 

함께 결제시장에서 요구되는 최고인증인 EMV Level1을 획득하였고 

PAYCO의 T-money, UnionPay인증획득에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2016년 시솔 최초의 자체제품으로 SDCP-I을 개발하여 EMVCo Level1

을 자체 획득하였고, 다양한 모듈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조립형 단말개발로 시솔 NFC 동글(SDCP-I)의 IC/MSR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 무전원 지문인식카드의 개발완료후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솔은 NFC기술과 IOT간의 기술접목등의 4차산업시대에 부흥하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SYSTEM IN SOUL” 이라는 

회사명에 걸맞는 제품화를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esident  이  우  규

Software ･ System ･ Solution



운동 기능

상세스펙

주요기능

당신에게 Sisoul Smart Watch가 필요한 이유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는 건강 파트너
Sisoul Smart Watch

Sisoul Smart Watch 모바일 앱으로
더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편의 기능

건강 기능

걸음 수, 거리, 소모 칼로리 자동 측정

그래프를 통해 날짜별 측정 기록 확인 가능

100가지 운동 모드 지원

IP68 방수 지원 워치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을 지원합니다

• 앱 알림 설정(전화/문자/기타 앱)

• 물 섭취, 미활동, 방해금지 알림 시간 설정 및 활성화

• 센서 자동 측정 설정(온도, 심박)

• 워치 및 App 단위 변경(섭씨/화씨)

• 일일 걸음 수 목표 설정

• 체온, 수면 기록, 걸음, 심박 수, 혈압, 혈중 산소, 운동 관련 정보

• 다양한 워치 페이스 설정

• 워치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 지원

• 스마트폰/워치 찾기 기능

Sisoul Smart Watch 홍보영상 링크

https://youtu.be/XO3mKwme_MY

똑똑한 시간관리
알림 설정으로 손쉽게 정리

건강한 일상의 시작
나의 건강정보 실시간 체크

캐주얼한 무드의 디자인과
컬러 스트랩으로 개성있게

러닝과 사이클링을 위한
완벽한 피트니스 파트너

심박 수, 혈압, 혈중 산소 농도, 체온 측정 가능

그래프를 통해 날짜별 측정 기록 확인 가능

수면 상태 측정 기능으로

전체 수면 시간에 대비하여 수면의 질을 파악

전화 알림 및 수신 거절

문자와 앱 알림 

음악 재생/정지/이전•다음 곡 선택 및 볼륨 조절

원격 카메라 기능으로 편리한 촬영

42.5*36*9.8mm, 41.5g의

1.69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해상도 240 * 280)

블루투스 5.0 지원

8종의 스트랩 색상 / 20mm 워치 스트랩과 호환

6-13일 사용 가능한 배터리(230mAh),

2시간 30분 완충 가능, 자석으로 편리한 연결

Android OS 8.0(oreo) 이상 사용 가능한

전용 App을 통해 워치의 기능 설정 가능

미활동 알림, 물 마시기 알림, 방해금지 설정

체온, 심박 수 자동 측정 설정

워치 단위 변경(섭씨, 화씨)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크기

해상도

블루투스

스트랩

배터리

앱 지원

알림

측정

단위

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