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 홈시어터 · 사운드바 시스템
LIFESTYLE 650 home theater system
LIFESTYLE 600 home theater system
SOUNDTOUCH 300 Soundbar

Amar G. Bose
창립자 ‘아마르 G.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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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SOUND
THROUGH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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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STYLE 650 home theater system
더 나은 솔루션을 생각하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 설계, 엔지니어링을 한계 이상으로 추진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Bose의 최신 5.1채널 시스템에 반영되었습니다.

디테일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은 눈과 귀로 느낍니다. 라이프스타일 650 홈시어터 시스템은 모든 방면에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음향에서, 미학적인 관점에서, 장인정신
과 심플함까지도. 음악과 영화, TV를 위해 제작된 이 5.1채널 시스템은 외형만큼 멋진
사운드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크기
가장 넓은 사운드

옴니주얼 큐브 스피커
OMNIJEWEL™ SATELLITE SPEAKERS

보스 홈시어터는 작은 스피커에서 커다란 사운드를 내는 것이 특징으로, 옴니주얼 큐브 스피커를 통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음향이 미적 감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작은 큐브 스피커에서 더 넓은 홈시어터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스피커에는 360° 사운드를 생성
하기 위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듀얼 어포징(dual-opposing) 드라이버를 내장했습니다. 리어 스피커는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옴니주얼 센터 스피커
OMNIJEWEL™ CENTER SPEAKER

더 많은 기능을 담고 있지만 훨씬 슬림해진 스피커입니다. 폭이 넓고 슬림한 외형과 양극 산화 알루미늄 마감은 TV의 매끄러운 느낌과 잘 어울립니다. 내부에는 깨끗한
대화, 낮은 주파수 및 왼쪽/오른쪽 스피커 사이의 완벽한 오디오 경험을 전달하는 5개의 정밀 스피커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한 지점이 아닌 모든 곳에서 균형
잡힌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쿠스티매스 300 무선 베이스 모듈
ACOUSTIMASS® 300 WIRELESS BASS MODULE

서브 우퍼의 크기를 거대하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포트 잡음을 줄이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 결과 베이스 모듈에서
천둥과 같은 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연결되는 베이스 모듈은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강화 유리와 미학은 다른 곳에서 찾지 못한 세련된 모습을
더합니다. 내구성이 높고 우아하며 프리미엄 성능과 일치
하는 프리미엄 스타일입니다.

강력한 드라이버
새롭게 디자인된 이 제품은 영화와 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저음을 위해 엄청난 수준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콰이어트포트 테크놀로지
보스 특허 기술인 콰이어트포트(QuietPort™) 기술은 새로
개발된 DSP와 함께 왜곡을 제거하여 더 깊은 저음을 내더
라도 깨끗한 사운드를 유지합니다.

라이프스타일 컨트롤 콘솔
LIFESTYLE® CONTROL CONSOLE

세련된 디자인 내부에는 많은 기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곡선형 강화 유리로 마감된 콘솔은 다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이 인테리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추가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무선 스피커와 무선 베이스 모듈, 4K 패스 스루, 6개의 HDMI 입력, 원터치 Wi-Fi 뮤직, 블루투스, NFC 페어링 기능 등 차세대 청취 경험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허받은 기술
차이점은 사운드와 디자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스의 혁신은 다른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숨에 원하는 음악을 스트리밍
사운드터치를 사용하면 스포티파이(Spotify®) 또는 판도라(Pandora®)와 같은
음악 서비스를 라이프스타일 650 시스템을 통해 직접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TV 화면으로 셋팅 방법 안내
유니파이(Unify) 기술은 시스템 설치 프로그램을 TV 화면으로 보여주며 안내하는
메시지로 소스에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방의 구조에 관계 없이 음향 자동 셋팅
어댑트아이큐(AdaptiQ) 오디오 보정 기능은 실내 및 실내의 사물에 맞게 사운드를
미세 조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들었을 때, 당신은 그것의 절대적으로 최고의
상황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LIFESTYLE 600 home theater system
취향에 맞게 선택하세요. 라이프스타일 600은 쥬얼 큐브 스피커를 포함합니다.
보스 고유의 다이렉트/리플렉팅 기술을 내장한 쥬얼 큐브 스피커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반사음으로 영화나 음악에 흠뻑 빠져들 수 있도록 합니다.

매혹적인
서라운드 사운드
라이프스타일 600은 여러분의 공간과 우아하게 조화되는 컴팩트한 쥬얼 큐브
(JewelCube) 스피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스의 독자적인 다이렉트/리플렉팅
(Direct/Reflecting) 스피커 기술로 설계된 큐브 스피커는 고성능 소형 스피커로, 명료
하면서도 크기를 초월하는 다이내믹한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재생합니다. 강화유리로
마감된 콘솔과 무선 베이스 모듈은 라이프스타일 650과 동일합니다.

SOUNDTOUCH 300 Soundbar &
ACOUSTIMASS 300 wireless bass module
슬림해 보이지만 사운드는 슬림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압축해서 내부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음악, 영화, TV,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운드바를
원한다면
슬림한 사이즈의 일체형 사운드바로 최고의 성능, 풍부한 사운드와 깊은 저음을 들려
줍니다. 사운드터치 300 사운드바라면 내부 공간 하나 하나에 명확하고 풍부한 사운드로
채워져 공간감 넘치는 감동의 사운드로 이끌어 냅니다.

사운드터치 300 사운드바
SOUNDTOUCH 300 SOUNDBAR

보스의 프리미엄 오디오 성능의 집약된 기술력이 스피커가 없는 공간에서도 사운드가 들리는 듯한 효과를 주며 여가시간
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슬림하고 매끈한 디자인의 사운드바는 상단의 프리미엄 강화 유리와 메탈 그릴 처리한
옆면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무선 베이스 모듈, 4K 패스 스루, 1개의 HDMI 입력, 원터치 Wi-Fi 뮤직, 블루투스,
NFC 페어링 기능 등 차세대 청취 경험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숨에 원하는 음악을 스트리밍

방의 구조에 관계 없이 음향 자동 셋팅

사운드터치를 사용하면 스포티파이(Spotify®) 또는 판도라

어댑트아이큐(AdaptiQ) 오디오 보정 기능은 실내 및 실내의

(Pandora )와 같은 음악 서비스를 라이프스타일 650 시스템

사물에 맞게 사운드를 미세 조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을 통해 직접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당신은 그것의 절대적으로 최고의 상황으로

®

들을 수 있습니다.

BASS MODULE

무선 베이스 모듈과 함께 깊고 풍부한 저음을

한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어쿠스티매스 300 무선 베이스 모듈을 더하면 듣기만 하는

더욱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원한다면 사운드바와

것과 베이스 울림을 경험하는 것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SURROUND

무선 베이스 모듈에 버추얼리 인비저블 300(Virtually

강력한 드라이버를 통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저음을

Invisible 300) 무선 서라운드 스피커를 리어스피커로

들려줍니다.

추가해 보세요. 최고의 서라운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컨트롤 콘솔 입력

뒷면

앞면

1 HDMI 출력 [오디오 리턴 채널(ARC) 대응]

1 어쿠스티매스 무선 베이스 스피커3.5mm 잭

1 HDMI 입력

5 HDMI 입력

1 데이터 포트

1 3.5mm 잭

2 광학 디지털 오디오 입력

1 IR 리피터 포트

1 전원 버튼

2 동축 디지털 오디오 연결

1 이더넷 포트

1 소스 버튼

2 아날로그 L/R 오디오 입력

1 USB 입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용)

1 시스템 설정 버튼

시스템 비교

라이프스타일 650

라이프스타일 600

옴니주얼 큐브 스피커

4.67 x 14.66 x 4.67 cm (WxHxD)

주얼큐브 스피커

6.52 x 15.83 x 6.58 cm (WxHxD)

옴니주얼 센터 스피커

54.2 x 4.82 x 4.68 cm (WxHxD)

주얼큐브 센터 스피커

15.37 x 6.76 x 6.53 cm (WxHxD)

무선 베이스 모듈

30.5 x 38.1 x 30.5 cm (WxHxD)

무선 베이스 모듈

30.5 x 38.1 x 30.5 cm (WxHxD)

라이프스타일 컨트롤 콘솔

40.59 x 6.5 x 25.8 cm (WxHxD)

라이프스타일 컨트롤 콘솔

40.59 x 6.5 x 25.8 cm (WxHxD)

리모컨

리모컨

무선 서라운드 스피커 리시버

무선 서라운드 스피커 리시버

전원

전원

케이블

케이블

액세서리
라이프스타일 650

라이프스타일 600

옴니주얼 벽 브라켓

보스 슬라이드 커넥트
WB-50 벽 브라켓

옴니주얼 플로어 스탠드

UFS-20 시리즈 II

(유리 바닥 포함)
높이 : 96.5 cm

유니버셜 플로어 스탠드

옴니주얼 천장 브라켓

UTS-20 시리즈 II

높이 : 96.5 cm

유니버셜 테이블 스탠드
높이 : 17.8 cm

옴니주얼 테이블 스탠드
(유리 바닥 포함)
높이 : 17.8 cm

UB-20 시리즈 II
벽/천장 브라켓

옴니주얼 센터 스피커
벽 브라켓
OmniJewel in-wall wiring kit
OmniJewel centre channel wire adapter

맞춤형 사운드바 세트
풍성한 저음을 더하고 싶다면

풍성한 저음과 생생한 사운드 모두를 원한다면

어쿠스티매스 300 무선 베이스 모듈 추가

무선 베이스 모듈과 서라운드 스피커 세트를 모두 추가

- 왜곡 없이 깊고 풍부한 베이스 성능
- 사운드바와 무선으로 손쉬운 연결
- 상단의 프리미엄 강화 유리 마감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

- 풀 서라운드 사운드 감상
-베
 이스 모듈과 서라운드 스피커 모두 사운드바와 무선
으로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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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전체에 음악을

사운드터치
무선 뮤직 시스템
라이프스타일 시스템은 룸 하나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성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음악을 거기서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운드터치 기능을 통해 수백만 곡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스마트 오디오의 일부가 됩니다.
사운드터치가 내장된 시스템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쉽게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작동하므로 룸에서
룸으로 이동할 때 음악이 함께 전달됩니다. 또한 사운드터치 앱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터치 스마트 오디오

사운드터치30 무선 스피커

사운드터치 20 무선 스피커

사운드터치 10 무선 스피커

깊고 풍부하면서도 실용적인 사운드로

침실, 주방 등 대부분의 룸을 깨끗하고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지만

가장 큰 공간을 채우세요.

견고한 사운드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풍부한 사운드는 그 크기를 훨씬 뛰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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