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비디코더 내장 홈시어터 8500D 

DVD 콤보로 5.1 감상시 필수품 !!
X-BOX, PS-2 게임기등 광단자 연결로 
5.1채널 고급 하이파이 홈씨어터 감상

돌비디지털 홈씨어터 6500DE 

(DOLBY DECODER & AMP SPEAKER) 
DTS(DIGITAL THEATER SYSTEM) SURROUND 
DOLBY DIGITAL(AC-3) 5.1 
DOLBY PROLOGIC 

돌비디지털 홈씨어터 2002DE 

그저,바라만 보아도 편안한 원목모습 그대로 !
고급 MDF WOODEN이 발산하는 자연의 원음을 그대로!
깊이있는 매니아를 위한 깊이있는 사운드 !!
COLOR : WALNUT / SILVER / BLACK ASH

돌비디지털 홈씨어터 8800DE 

DVD PLAYER, DVD & VCR COMBO , VCR , 
CDP, XBOX, PS2 PC등 광단자 SPDIF 연결 
5.1CH 홈씨어터 사운드 출력

돌비디지털 홈씨어터 8300D 

극장의 감동을 느낄수 있는 박진감 넘치고 생생한 사운드 
잡음없이 원음을 재생하여 실감나는 영화,음악감상 
고성능 리모콘 조절기능으로 기능 사용이 편리

돌비디지털 홈씨어터 600DE 

경제적인 DOLBY기능과 원형구조의 디자인 !!!
심플하고 세련된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 앰프내장 !!!

돌비디지털 홈씨어터 500DE 

관심집중. 정부 관공서등에서 많이 보셨다구요 ? 
음악감상은 물론, 인터넷전화 통화에 강력한제품.
COLOR : SILVER / BLACK ASH

돌비디지털 홈씨어터 2003D 

DVD PLAYER, DVD & VCR COMBO , VCR , 
CDP, XBOX, PS2 PC등 SPDIF 연결 
5.1CH 고급 하이파이 음향 출력

컴퓨터용 홈시어터 5.1스피커 

컴퓨터 매니아를 위한 인간공학 설계로 사용이 간편
비행 활주로 모티브의 시원하고 박력있는 서브우퍼 
보급형 복합 멀티미디어(PC & DVD) 5.1채널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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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시어터 DVD-100 

돌비디지털 AC-3, DTS지원 
디코더 내장, DVD반복구간, 128배까지 재생스피드 
DVD/VCD/SVCD/CD/MP-3/CD-R/CD-RW사용 가능

홈시어터 DVD-200 

DOLBY PRO-LOGIC, AC-3, DTS지원 
디코더 내장, DVD반복구간, 128배까지 재생스피드 
DVD/VCD/SVCD/CD/MP-3/CD-R/CD-RW사용 가능

홈시어터 DVD-300 

돌비디지털 AC-3, DTS지원 
디코더 내장, DVD반복구간, 128배까지 재생스피드 
DVD/VCD/SVCD/CD/MP-3/CD-R/CD-RW사용 가능

SAM-8300 

부속품 ………. 서브우퍼본체 1EA, 전면,후면스피커 4 EA,
센터스피커 1EA
입력연결코드 2 EA ( RCA, G9 DIN CORD) , 무선리모콘
1EA, 리모콘용 건전지 2EA
스피커 연결코드 5EA ( 센터 3M, 전면 5M, 후면8M), 
전원아답터, 사용자설명서, 품질보증서 1부, 

SAM-5002 

VCR,DVD등 홈시어터 사용의 경제적인 제품
음악감상,영화감상,학습,게임등 최소 공간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제품

SAM-8800 

더욱 생생하게 즐기는 깨끗한 음질
벽걸이용 SATELLITE 스피커 
고품격 슬림 디자인으로 DVD 홈시어터스피커

SAM-7500 

극장의 감동 그대로 완벽한 다이나믹 사운드 감상
깊고 풍부한 광대역 저음의 시스템과 실감나는 음장감

USB 스피커 SAM-5050 

짜릿한 멀티미디어 사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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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리가 새로운 느낌을 만든다.
USB(Universal Serial Bus) 디지털 스피커!!!

SAM-5030 

국내,외 최다판매 베스트 오브 베스트 !!
작고 깜찍한 디자인이 사운드는 쩌렁 쩌렁 !
동급 최강의 파워로 고품격의 멀티미디어 환경설정

서브우퍼 시스템 SAM-6000 

인간공학(HUMAN FACTORS)설계로"DDR" 또는 게임의 필
수품 !!!
비행기 활주로 모티브의 시원하고 박력있는 동급최강파워
서브우퍼!!
후회없는 선택 !! 게임매니아는 물론 음악감상에도 최상의
제품!!

SAM-7200 

미니타워의 신세대 감각 !!
미려한 디자인과 저음반사형 구조의 하이파워 !!!

서브우퍼 시스템 SAM-7000 

국내는 물론 수출인기상품 !!!
디지털앰프를 위한 깨끗한 중저음!!
WOODEN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의 깊이있는 최강의서브우
퍼!!
아시죠? 잡음없는 스피커로 유명한 그(?) 서브우퍼 입니
다.!!

SAM-7580 

유럽 스타일의 심플한 디자인!1....(독일교수 디자이너작품) 
분위기 있는 모습과 깔끔한 원음이 멀티미디어의 세상을 새
롭게!!

서브우퍼 시스템 SAM-5000 

수출인기상품. 음악감상은 물론 게임대장의 필수품!!
박진감 넘치는 강력한 하이파워의 서브우퍼 시스템 !!!

SAM-5070 

강력파워의 깨끗한 음의 조화와 부드럽고 심플한 디자인!!
BASS REFLEX 타입의 풍부한 중저음 재생이 매니아를 만
족한다.!!
3-D 입체음향과 USB 포트를 OPTION으로 사용 !!

SAM-5080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사운드가 멀티미디어의 품격을 대신
한다.
가장 자연스런 모습으로 자연의 소리를 전달한다.!!!
최고의 신소재와 입체음향 & USB의 조화로 디지털에서 더
욱 빛난다!!!

SAM-5090 

안정감과 음의 지향성을 최대로 살려 제품설계 !!
오래 사용할수록 깊이와 맛을 더하는 미려한 디자인의 3D
입체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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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음반사형 구조가 저음재생에 박진감과 느낌을 다르게 한
다!!!

홈페이지 : http://www.sprite.co.kr
회사명 :한국스프라이트 주식회사
전화번호 : 031-458-0168
팩스번호 : 031-458-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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