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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 프리미엄 홈시어터 시스템

Bose®  Home Theater Systems

5.1 Channel Systems 
2.1 Channel Systems
SoundBa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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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미국의 명문대학인 매세추세츠공과대학(MIT)의 전자공학 교수이자 심리음향학 박사였던 보스 박사는

당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현실의 소리와 간극이 너무 커 제대로 된 음악을 느낄 수 없음에 크게 실망을 하고

원음 그대로의 소리, 누구나 들어도 편안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직접 오디오 연구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창립자 ‘아마르 G. 보스
Amar G.  B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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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 보스
세계적인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보스’

보스라는 이름은 창립자 ‘아마르 G. 보스(Amar G. Bose)’ 박사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64년, 미국의 명문대학인 매세추세츠공과대학(MIT)의 전자공학 교수이자 심리음향학 박사였던 보스 박사는

당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현실의 소리와 간극이 너무 커 제대로 된 음악을 느낄 수 없음에 크게 실망을 하고

원음 그대로의 소리, 누구나 들어도 편안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직접 오디오 연구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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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Sound 
    Through Research



5

과학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보다 나은 사운드

“과학적이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은 우수한 기술을 낳고, 결국 최고의 기술은 최고의 성능을 지닌 제품을 탄생시킵니다” - Dr. Bose

보스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술력입니다.

보스는 창업주 보스 박사의 이념에 따라, 연구개발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회사의 순이익을 기술연구에 100%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보스의 연구진은 보스의 출발점이기도 한 MIT 출신의 인재들과 음향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0여년간 수많은 기술특허를 획득하는 한편, 업계에서 가장 차별화되고 우수한 고성능 음향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6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근교에 위치한 BOSE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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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 5.1 Channe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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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 서라운드 사운드 5.1 Channel Systems 

보스의 5.1채널 홈시어터 시스템은 입체적인 사운드로 생생한 음장감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홈시어터 시스템입니다. 50년 이상 축적해 온 독자적인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보스의 

홈시어터 시스템은 영화 뿐만 아니라 TV, 음악, 스포츠 경기,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깊고 웅장한 보스 사운드는 마치 영화관이나 콘서트홀에 온 듯한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또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현대적인 홈 인테리어와 잘 매치되며 간편한 사용법으로 누구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V 화면으로 셋팅 방법 안내

Unify®  
Intelligent integration system 

보스의 특허기술인 Unify® 지능형 통합 

시스템은 TV 화면 상에 온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지원하여 홈시

어터 셋팅 및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을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입력단자 연결 방법, 연결할 케이블 선택법, 올바른 연결 상태 

확인 등을 화면 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쉽고 빠르게 시스템을 

셋팅할 수 있습니다.

방의 구조와 관계 없이 음향 자동 조절

ADAPTiQ®   
Audio calibration system  

ADAPTiQ® 오디오 보정 시스템은 입체 

음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최상의 서라운드 

입체 음향을 재생하도록 자동으로 셋팅하는 자동 음향 보정 

시스템입니다. 홈시어터를 설치한 방의 크기, 형태, 가구 배치, 

스피커의 위치 등과 관계 없이 어느 공간에서나 최적의 사운드

를 제공합니다.

무선 스트리밍으로 음악 감상

SoundTouchTM    
Wi-Fi® Streaming music system   

라이프스타일 컨트롤 콘솔에 별매품인 

사운드터치 무선 어댑터를 연결하면 홈 무선(Wi-Fi) 네트워크

를 활용해 PC에 저장된 음악과 인터넷 라디오를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운드터치 앱을 통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으로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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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 Lifestyle® 535 Series III home entertainment system  5.1 Chann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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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535 시리즈 III는 영화와 TV, 음악 등을 생생한 입체 사운드로 감상할 수 있는 프리미엄 홈시어터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동영상 소스 뿐만 아니라 음악 감상이나 게임을 즐길 시에도 최상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Bose 독자적으로 개발한 5개의 프리미엄 큐브 스피커와 저음 재생용 베이스 스피커가 자연스럽고 풍부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HDTV, 3D 블루레이 플레이어, 케이블 셋톱박스, 게임 

시스템과 같은 HD급 비디오 소스나 디지털 오디오 소스 기기를 최대 6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시어터 사용자들을 위해 보스에서 특별히 개발한 Unify® 특허 기술로,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을 

다루듯이 손쉽고 간편하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Bose 최고급 라인 ‘라이프스타일’ 의 최상위 모델 

새로워진 디자인의 프리미엄 쥬얼 큐브(Jewel Cube®) 시리즈 II 스피커

강력한 베이스 스피커와 큐브 스피커가 다이내믹한 서라운드 사운드 재생

자동 음향 보정 시스템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사운드 구현

한글 메뉴 지원으로 쉽고 간편한 사용

최대 6개의 디지털 소스 지원

FM/AM 라디오 기능 내장

TV 및 다른 외부기기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LCD 리모컨

무선 Wi-Fi®를 통해 인터넷 라디오 및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청취 가능

구성품

쥬얼 큐브 시리즈 II 스피커, 센터 스피커, 베이스 스피커, 컨트롤 콘솔, 사운드터치 무선 어댑터, 유니버셜 리모컨 

크기

쥬얼 큐브 시리즈 II 스피커 : 15.83cm X 6.52cm X 6.58cm, 0.46kg

센터 스피커  : 6.76cm X 15.37cm X 6.53cm, 0.47kg

베이스 스피커  : 33cm X 20.6cm X 54.9cm, 11.9kg

컨트롤 콘솔  : 7.62cm X 42.16cm X 23.62cm, 3.4kg

사운드터치 무선 어댑터 : 5cm X 23.9cm X 6.4cm, 0.34kg

Lifestyle®
 
535 Series III

Lifestyle® 535 series III  home entertai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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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 Lifestyle® 525 Series III home entertainment system 5.1 Chann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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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525 series III  home entertainment system 

라이프스타일® 525 시리즈 III는 영화와 TV, 음악 등을 생생한 입체 사운드로 감상할 수 있는 프리미엄 홈시어터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동영상 소스 뿐만 아니라 음악 감상이나 게임을 즐길 시에도 최상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보스 독자적으로 개발한 5개의 Direct/Reflecting® 스피커와 저음 재생용 베이스 스피커가 다이내믹하고 파워풀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HDTV, 3D 블루레이 플레이어, 케이블 셋톱박스, 

게임 시스템과 같은 HD급 비디오 소스나 디지털 오디오 소스 기기를 최대 6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시어터 사용자들을 위해 보스에서 특별히 개발한 Unify® 특허 기술로,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을 

다루듯이 손쉽고 간편하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새로워진 디자인의 프리미엄 다이렉트/리플렉팅 시리즈 II 스피커

다이내믹한 서라운드 사운드 및 파워풀한 저음 재생

자동 음향 보정 시스템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사운드 구현

한글 메뉴 지원으로 쉽고 간편한 사용

최대 6개의 디지털 소스 지원

FM/AM 라디오 기능 내장

TV 및 다른 외부기기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LCD 리모컨

무선 Wi-Fi®를 통해 인터넷 라디오 및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청취 가능

구성품

다이렉트/리플렉팅 시리즈 II 스피커, 센터 스피커, 베이스 스피커, 컨트롤 콘솔, 사운드터치 무선 어댑터, 유니버셜 리모컨 

크기

다이렉트/리플렉팅 시리즈 II 스피커 : 18.95cm X 8.32cm X 8.49cm, 1kg

센터 스피커   : 8.7cm X 18.68cm X 8.27cm, 1.03kg

베이스 스피커   : 33cm X 20.6cm X 54.9cm, 11.9kg

컨트롤 콘솔   : 7.62cm X 42.16cm X 23.62cm, 3.4kg

사운드터치 무선 어댑터  : 5cm X 23.9cm X 6.4cm, 0.34kg

Lifestyle®
 
525 Series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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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 CineMate® 520  home theater system 5.1 Chann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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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Mate® 520 

CineMate® 520  home theater system 

시네메이트® 520은 깔끔한 디자인, 간결한 셋팅, 손쉬운 사용법 등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심플함을 담은 홈시어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성능 만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음악, 스포츠 경기, 게임 등 

어떤 장르의 프로그램이든 박진감 넘치고 드라마틱하게 즐길 수 있는 서라운드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5개의 슬림한 스피커와 무선 베이스 스피커는 방 안 곳곳으로 임팩트 있는 사운드를 전달하며 여러분의 엔터

테인먼트를 더욱 즐겁게 만듭니다. 소형의 컨트롤 콘솔로 다양한 오디오/비디오 기기와 연결이 가능하며, 통합형 리모컨으로 하나의 기기를 다루듯이 간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다이내믹한 서라운드 사운드 및 파워풀한 저음 재생

자동 음향 보정 시스템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사운드 구현

한글 메뉴 지원으로 쉽고 간편한 사용

최대 6개의 디지털 소스 지원

TV 및 다른 외부기기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LCD 리모컨

무선 Wi-Fi®를 통해 인터넷 라디오 및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청취 가능

(*사운드터치 어댑터 별매)

구성품

다이렉트/리플렉팅 시리즈 II 스피커, 센터 스피커, 베이스 스피커,  컨트롤 콘솔, 유니버셜 리모컨 

크기

다이렉트/리플렉팅 시리즈 II 스피커 : 18.95cm X 8.32cm X 8.49cm, 1kg

센터 스피커   : 8.7cm X 18.68cm X 8.27cm, 1.03kg

베이스 스피커  : 37.6cm X 19.8cm X 28.7cm, 6.3kg

컨트롤 콘솔   : 6.4cm X 31.3cm X 20.8cm, 1.49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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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 Lifestyle® 235 Series III  home entertainment system   2.1 Chann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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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235 시리즈 III는 2개의 스피커로 5.1채널에 못지 않는 강력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재생하는 프리미엄 입체음향 시스템입니다. 라이프스타일 235 III에 채용된  Gemstone® ES 스피커는 1채널 

당 3개의 고성능 드라이버가 내장되어 있어, 일반 스테레오나 기존 2.1채널 시스템을 훨씬 능가하는 웅장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자동 음향 보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소리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보정

하여 세팅해 주므로, 공간의 구조나 가구 배치에 상관없이 설치 환경에 맞는 최상의 입체음향을 재생합니다.

제품 특징

프리미엄 2.1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Gemstone® ES 스피커로 현장감 넘치는 풍부한 사운드 재생

자동 음향 보정 시스템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사운드 구현

셋업 및 사용법 등 한글 메뉴 지원

FM/AM 라디오 기능 내장

HDMI 단자 포함, 1080p 영상 자동 업스케일링

TV 및 다른 기기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LCD 리모컨

무선 Wi-Fi®를 통해 인터넷 라디오 및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청취 가능

Lifestyle® 235 Series III    home entertainment system

Lifestyle® 235 Series III 

구성품

고성능 Gemstone® ES 스피커, 베이스 스피커, 컨트롤 콘솔, 사운드터치 무선 어댑터,  유니버셜 리모컨 

크기

고성능 Gemstone® ES 스피커 : 6.6cm X 14.7cm X 10.6cm

베이스 스피커 : 33.30cm X 20.60cm X 54.90cm, 11.9kg

컨트롤 콘솔 : 7.60cm X 42.20cm X 23.60cm, 3.40kg

사운드터치 무선 어댑터 : 5cm X 23.9cm X 6.4cm, 0.3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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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 SoundBa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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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감 넘치는 사운드, 슬림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멀티 스피커 시스템에서나 구현 가능할만한 입체적인 사운드가 이 완벽한 매치의 사운드바 시스템을 통해 실현됩니다.  디자인이 슬림한 사운드바는 HDTV와 최적의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슬림한 외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최고의 사운드 성능을 느껴보십시오. 무선 Acoustimass module을 도입해 케이블 작업이 불필요하므로 깔끔한 설치가 가능하며 음악, 영화나 게임 등에 

파워풀한 저음이 더해져 실감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SoundBar systems 

스피커 배치 방향에 따라 자동으로 사운드 출력 방향 조절

Flexmount™ 자동배치 보정 기능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사운드바를 벽에 고정하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FlexmountTM 기술이 적용되어 스피커 배치 

방향에 따라 사운드 출력 방향을 자동으로 전환시켜 웅장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선 없이 깔끔한 베이스 모듈 셋팅

Wireless Acoustimass® module 무선 베이스 모듈 

베이스 모듈이 만들어내는 깊은 저음에 사운드바에서는 주위를 

감싸는 폭넓은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베이스 모듈에는 무선 기술이 

적용되어 사운드바와 베이스 모듈 사이에 선이 필요 없으므로 심플하고 

깔끔하게 거실 인테리어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슬림한 스피커 하나로 룸을 가득 채우는 가상 서라운드 사운드 구현

PhaseGuide® and TrueSpace®   

슬림한 하나의 스피커에 보스의 뛰어난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PhaseGuide®와 TrueSpace® 기술은 스피커의 크기 이상으로 

룸을 가득 채우는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가상의 5.1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공간감 넘치는 와이드한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들어 웅장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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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 Lifestyle® 135 Series III home entertainment system   SoundB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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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135 시리즈 III는 사운드바(SoundBar) 스피커로 구성된 프리미엄 1.1.채널 홈시어터 시스템입니다. 보기에는 단순한 시스템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뛰어난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운드바 스피커 내부에는 5개의 고성능 스피커 드라이버가 내장되어 있으며, 특허 받은 보스의 독자적인 기술들이 적용되어 폭넓은 공간감과 깊고 파워풀한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슬림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라이프스타일 135 III는 5.1채널에 뒤지지 않는 공간감 넘치는 서라운드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사운드바 스피커를 채용한 프리미엄 1.1채널 홈시어터 시스템

작은 크기에서도 깊고 파워풀한 저음과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 재생

독자적인 FlexmountTM 특허 기술로 테이블이나 벽 어느 방향이든 설치 가능

자동 음향 보정 시스템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사운드 구현

케이블 연결이 필요없는 무선 베이스 스피커를 채용해 누구나 손쉽게 설치

셋업 및 사용법 등 한글 메뉴 지원

최대 6개 디지털 소스 연결 지원, 1080p 영상 자동 업스케일링

FM/AM 라디오 기능 내장

TV 및 다른 기기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LCD 리모컨

무선 Wi-Fi®를 통해 인터넷 라디오 및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청취 가능

구성품

사운드바 스피커, 베이스 스피커, 컨트롤 콘솔, 사운드터치 무선 어댑터, 유니버셜 리모컨 

크기

사운드바 스피커  : 12.4cm X 93.5cm X 6.1cm, 3.5kg

베이스 스피커  : 37.5cm X 19.7cm X 28.6cm, 3.4kg

컨트롤 콘솔  : 7.62cm X 42.16cm X 23.62cm, 3.4kg

사운드터치 무선 어댑터 : 5cm X 23.9cm X 6.4cm, 0.34kg

Lifestyle® 135 Series III  home entertainment system

Lifestyle® 135 Series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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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 CineMate® 130 home theater system  SoundB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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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메이트® 130은 1개의 사운드바 스피커와 베이스 스피커만으로 구성된 1.1채널의 홈시어터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 슬림하고 엘레강스한 스피커 디자인. 이 완벽한 

매치의 시네메이트 130 스피커를 통해 웅장하고 입체적인 홈시어터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보스만의 혁신 기술로 개발한 사운드바 스피커는 HDTV와 이상적인 조합으로 화면을 더욱 박진감 넘치게 보여

줍니다. 1개의 슬림한 스피커에서 뿜어져 나오는 최고의 사운드 성능을 느껴보십시오.

제품 특징

깨끗하고 광범위한 사운드를 재생하는 고성능 사운드바

무선으로 연결 가능한 어쿠스티매스(Acoustimass®) 베이스 스피커

4개의 HDMI 입력, 소스 선택이 가능한 소형 컨트롤 콘솔

독자적인 플렉스마운트(FlexmountTM) 기술로 테이블이나 벽에 스피커 고정 가능

시스템과 연결된 외부기기까지 통합하여 컨트롤 할 수 있는 유니버셜 리모컨

무선 Wi-Fi®를 통해 인터넷 라디오 및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청취 가능

(*사운드터치 어댑터 별매)

구성품

사운드바 스피커, 무선 베이스 스피커, 컨트롤 콘솔, 유니버셜 리모컨

크기

사운드바 스피커 : 12.4 x 93.5 x 6.1cm, 3.5kg 

베이스 스피커  : 37.5 x 19.7 x 28.6cm, 6.3kg

컨트롤 콘솔  : 6.4 x 31.3 x 20.8cm, 1.49kg

CineMate® 130  home theater system

CineMate®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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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터치 무선 어댑터 (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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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 CineMate® 120 home theater system  SoundB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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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메이트® 120은 기존의 사운드바와는 달리 외형이 슬림하고 길이가 짧은 컴팩트한 홈시어터입니다. 사운드바의 크기는 불과 43cm이지만 명료하고 펀치력 있는 사운드로 영화, 드라마, 음악, 스포츠 경기 등 

어떤 프로그램이든 박진감 넘치고 드라마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연결되는 어쿠스티매스 베이스 스피커는 깊은 울림으로 폭넓은 공간감을 제공하며, 거실장 뒤나 쇼파 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약 43cm의 컴팩트한 사운드바에서 나오는 견고한 사운드

무선으로 연결 가능한 어쿠스티매스(Acoustimass®) 베이스 스피커

4개의 HDMI 입력, 소스 선택이 가능한 소형 컨트롤 콘솔

시스템과 연결된 외부기기까지 통합하여 컨트롤 할 수 있는 유니버셜 리모컨

무선 Wi-Fi®를 통해 인터넷 라디오 및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청취 가능

(*사운드터치 어댑터 별매)

구성품

사운드바 스피커, 무선 베이스 스피커, 컨트롤 콘솔, 유니버셜 리모컨

크기

사운드바  스피커 : 8.6 x 43.1 x 8cm, 2.25kg 

베이스 스피커  : 37.5 x 19.7 x 28.6cm, 6.3kg

컨트롤 콘솔  : 6.4 x 31.3 x 20.8cm, 1.49kg

CineMate® 120  home theater system

CineMate®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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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 CineMate® 15  home theater speaker system  SoundBar System



27

시네메이트® 15는 홈시어터 스피커 시스템은 TV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탄생된 합리적인 홈시어터입니다. 약 30cm의 컴팩트한 사운드바와 깊은 베이스를 구현하는 어쿠스티매스 

모듈(Acoustimass module), 두 가지의 간단한 구성으로 강렬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TV와 한 번의 간단한 연결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유니버셜 리모컨을 통해 TV나 케이블 셋톱박스 등

을 편리하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약 30cm의 컴팩트 하고 간편한 사운드바

풍부하고 강렬한 TV 사운드

영화, TV 프로그램, 스포츠, 게임 등 다양한 장르를 커버하는 어쿠스티매스 모듈의 깊은 베이스

하나의 케이블로 TV와 사운드바를 간편하게 연결

디지털, 옵티컬, 동축, 아날로그 선택 가능한 멀티플 오디오 입력

구성품

사운드바 스피커, 베이스 스피커, 유니버셜 리모컨

크기

사운드바 스피커  : 8.5 x 30.5 x 7cm, 0.67kg 

베이스 스피커  : 36.7 x 22.2 x 48.5cm, 10.6kg

CineMate® 15  home theater speaker system

CineMat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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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 Multi-Room Audio Systems

집안 곳곳에서 같은 음악을, 때로는 각 룸마다 다른 음악을 듣고 싶다면 

Bose 멀티룸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사운드터치 제품으로 구성한 여러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면 동시에 음악을 재생하거나 각각 다른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PC,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사운드터치 앱으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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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music system

Wave® SoundTouch™ music system

SoundTouch™ amplifier and accessories

SoundTouch™ SA-4 amplifier

SoundTouch™ controller

151® SE speaker 

SoundTouch™ music system

SoundTouch™ 30 Series II

SoundTouch™ 20 Series II

SoundTouch™ portable Series II

Home theater with SoundTouch™ 

Lifestyle® 535 Series III home entertainment system

Lifestyle® 525 Series III home entertainment system

Lifestyle® 235 Series III home entertainment system

Lifestyle® 135 Series III home entertainment system

Multi-Room Audio Systems 멀티룸 시스템

음악이 내 삶의 일부와 같이 소중하다면, 집안 전체를 음악으로 가득 메울 수 있다면. 여러분 곁에 

SoundTouch™ Wi-Fi® music system 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작은 휴대형 스피커에서 

홈시어터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SoundTouch™ Wi-Fi® music system

으로 시작해 언제든 여러분이 원하는 룸에 원하는 SoundTouch 모델을 추가해 보십시오. 여러 

시스템들이 함께 작동하면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음악을 재생하거나, 각기 다른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멀티룸 리스닝 솔루션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Bose® 
Multi-Room 

적용 가능 제품

CineMate® 520 home theater system

CineMate® 130 home theater system

CineMate® 120 home the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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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 home theater system  Accessories (*별매) 

보스의 홈시어터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스피커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스피커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보다 안전하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설치 환경에 맞게 전용 스탠드나 

브라켓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깔끔한 마감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UB-20
Series II wall/ceiling bracket

큐브 스피커를 벽이나 천정에 장착할 경우 사용하는 

전용 브라켓입니다. 스피커의 각도 조절이 가능

하므로 방의 구조, 장착 위치 등에 따라 큐브 스피

커의 방향조절이 가능합니다. 고품질의 다이캐스트 

재질로 제작되어 설치 시 고급스럽습니다.

색상: Black, White

UTS-20
Series II universal table stands 

큐브 스피커를 테이블이나 선반 등 좁은 장소에 설치

할 경우 사용하는 브라켓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작은 크기로 설치 공간을 적게 

차지합니다. 고품질의 다이캐스트 재질로 제작되어 

설치 시 고급스럽습니다.

색상: Black, White  크기(높이): 17.8cm

UFS-20
Series II universal floorstands 

큐브 스피커를 평평한 바닥에 세워 놓을 경우 사용

하는 플로어 스탠드입니다. 고급 메탈 재질의 슬

림한 스탠드 바디는 세련미를 높여줍니다. 스피커 

케이블은 스탠드 기둥 뒷면의 홈에 끼워 넣을 수 

있어 깔끔하게 마감이 가능하며 인테리어 효과에

도 좋습니다. 

색상: Black, White  크기(높이): 96.5cm

SlideConnect™ WB-50 
wall bracket 

벽 배선, 스피커를 연결하는 과정을 단순화 할 수 

있는 통합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큐브 스피커를 벽에 밀착하여 설치하고 싶은 경우 

사용하는 브라켓입니다. 고품질의 스틸 재질로 마감

되어 세련된 마감이 가능합니다. 약 6mm 미만의 

공간만 남기고 스피커를 완벽하게 벽에 밀착할 수 

있어, 심플하고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들은 아래 제품과 호환됩니다.

• Lifestyle® 535/525 Series III home entertainment systems
• CineMate® 520 home the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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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535 IIl Lifestyle® 525 IIl CineMate® 520 Lifestyle® 235 IIl

Unify™ intelligent 
integration system

(통합시스템)
✓ ✓ ✓ ✓

ADAPTiQ® audio 
calibration system
(자동음향보정시스템)

✓ ✓ ✓ ✓

 AM/FM tuner
(라디오) ✓ ✓ ✓

TrueSpace® digital
processing circuitry
(가상 음장 시스템)

✓

Universal remote
(통합 리모콘) ✓ ✓ ✓ ✓

Surround sound
(입체음향) ✓ ✓ ✓

HDMI®  connectivity
(HDMI 단자) ✓ ✓ ✓ ✓

SoundTouchTM  
Wi-Fi®  music system

(사운드터치 시스템)
✓ ✓ ✓(별매) ✓

*스피커 
비교

Premium Jewel Cube® 
series II Speaker

(쥬얼 큐브)

Direct/Reflecting 
SeriesII Speaker
(다이렉트/리플렉팅)

Premium  Gemstone® 
ES speakers

(프리미엄 젬스톤 스피커)

프론트·리어
스피커
(cm)

센터
스피커
(cm)

15.83

6.52

18.95

8.32

18.95

8.32

6.6

 14.7

6.76 

15.37

8.7

18.68

8.7

18.68

6.6

 14.7

Bose® Home Teather System Compare chart 비교표

Lifestyle® 135 IIl CineMate® 130 CineMate® 120 CineMate® 15

Unify™ intelligent 
integration system

(통합시스템)
✓

ADAPTiQ® audio 
calibration system

(자동음향보정시스템)
✓ ✓ ✓

 AM/FM tuner
(라디오) ✓

TrueSpace® digital
processing circuitry
(가상 음장 시스템)

✓ ✓ ✓ ✓

PhaseGuide® sound
radiators

(가상 입체음향 시스템)
✓ ✓

Flexmount™
technology

(플렉스마운트)
✓ ✓

Control console 
(콘트롤 콘솔) ✓ ✓ ✓

Wireless
Bass module
(무선 베이스)

✓ ✓ ✓

Universal
remote

(통합 리모컨)
✓ ✓ ✓ ✓

HDMI® 
connectivity
(HDMI 단자)

✓ ✓ ✓

SoundTouchTM  Wi-Fi® 
music system

(사운드터치 시스템)
✓ ✓(별매) ✓(별매)

*사운드바
스피커 비교
(wxh cm)

93.5 x 12.4 93.5 x 12.4 43.1 x 8.6 30.5 x 8.5

5.1ch / 2.1ch systems SoundBa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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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수입된 Bose® 제품만 본사 지원의 완벽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 전 품질보증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통된 제품은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