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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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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Xeo  9 중요 안전 지침

 10 경고
	 10	 Xeo	10/20/30	스피커
	 10	 리모컨 배터리
 11 포장 풀기
	 11	 보호 캡 제거
	 11	 포장재
	 11	 폐기
 12 공급 내용물
 13 연결 및 제어 요소
	 13	 후면 패널의 요소
	 14	 캐비닛 상단의 버튼	(Xeo	10)
	 14	 리모컨
 15 연결 및 설정
	 15	 배치 및 콘센트 전압 연결
	 15	 천 커버
	 15	 일반 설정
	 16	 직접 소스 연결하기
	 16	 Bluetooth	장치 연결
	 16	 Hub	또는	Connect를 통해 소스 연결
 17 작동
	 17	 전원 켜기
	 17	 연결된 소스 재생
	 17	 Bluetooth	장치 재생

 18 볼륨 고정
	 18	 대기
	 19	 전면의 상태	LED
 21 오작동
 22 부속품
	 22	 데스크 스탠드
	 22	 월 브래킷
	 22	 VESA	100	브래킷(Xeo	10/20)
 23 설치
 25 연결 옵션
	 26	 오디오 구역으로 분할
	 27	 Xeo	시스템의 구성품
	 27	 Xeo	시스템
	 28	 조합 사례
	 30	 적합성 선언(EU에만 해당)
	 30	 기타(미국과 캐나다에만 해당)
	 31	 IC	공지 사항
	 31	 MPE	알림
 33 기술 데이터



76

Dynaudio Xeo 10/20/30 소개

고맙습니다 Dynaudio	Xeo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Xeo는 최신 무선	
기술과 인상적인 음질을 결합하여 음악 감상을 쉽고 편리하게	
해줍니다.	다음 몇 페이지에는 완벽한 기능과 최상의 음질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연결과 작동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를 듣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Dynaudio

제품 정보
액티브	Xeo	10/20/30	스피커에는 강력한 일체형 앰프가 장착되어 있고 다양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오디오 소스를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인터페이스로	Bluetooth	장치를	
작동하고 최적의 음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Xeo	Hub	또는	Dynaudio	Connect	같은 옵션	
구성품을 사용하면 최고의 음질로 무선 멀티룸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리모컨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의 작동 상태가 앞면에 있는 두 개의	LED로	
표시됩니다.

설명서 정보
이 설명서는	Xeo	10/20/30	스피커의 작동법을 설명합니다.	선택 항목인	Xeo	모듈(Hub,	
Connect,	Extender,	Link)에 대한 정보는 이러한 모듈과 함께 제공되는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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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지침Dynaudio Xeo 10/20/30

Xeo
필수적인 무선 
하이파이 시스템

중요 안전 지침 1.	 이 설명서를 읽어보십시오.
2.	 이 설명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3.	 모든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4.	 모든 지침을 따르십시오.
5.	 본 제품을 물기가 있는 곳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6.	 마른 천으로만 닦으십시오.
7.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8.	 라디에이터,	난방기구,	스토브,	또는 그 외 열을 발생시키는 다른 모든 제품(증폭기	

포함)	등 열원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9.	 유극 또는 접지 플러그의 안전 목적을 항상 준수하십시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유극	

플러그에는 폭이 넓고 좁은 두 개의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접지 플러그에는 두 개의	
블레이드와 접지용 분기가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넓은 블레이드 또는 접지용	
분기가 제공됩니다.	제공된 플러그가 콘센트에 맞지 않는 경우,	전기 기술자에게	
의뢰해 구형 콘센트를 교체하십시오.

10.	 전원 코드가 밟히거나 눌리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특히 플러그,	플러그 소켓,	
기기에서 전선이 빠져나가는 지점에서 전원 코드가 밟히거나 눌리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11.	 제조업체가 지정한 부착물/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12.	 낙뢰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기의 플러그를	

분리하십시오.
13.	 모든 서비스 작업은 공식 서비스 담당자에게 의뢰하십시오.	기기가 손상된 경우	

수리가 필요합니다.	전원공급 코드 또는 플러그가 손상된 경우,	기기에 액체가 쏟아진	
경우,	다른 물체와 기기가 부딪친 경우,	기기가 비 또는 습기에 노출된 경우,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기기를 떨어뜨린 경우 등에 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경고:	화재 또는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본 기기를 비 또는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꽃병 등 액체가 채워진 물체를 기기 근처에 놓지 마십시오.

15.	 콘센트에서 기기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 코드를 소켓에서	
분리하십시오.

16.	 전원 공급 장치의 콘센트 플러그는 항상 작동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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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o 10/20/30 스피커
감전 위험! 열지 마십시오!
스피커가 콘센트 전압에 연결되어 있으면 스피커 내부에 위험한 전압이 흐릅니다.

	► 제공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피커를 콘센트 전압에 연결하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손상된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후면 패널을 제거하지 말고 스피커 하우징을 열지 마십시오.	
스피커를 빗물이나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안쪽에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수리는 공식 서비스 담당자에게	
의뢰하십시오.

	► 고장난 스피커는 작동하지 말고 콘센트 전압에서 분리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경우	Dynaudio	
Xeo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대리점 주소는	dynaudi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 배터리
폭발 위험
배터리를 잘못 교환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같거나 동등한 유형의 배터리로 교체하십시오.

화학적 화상 위험
코인/버튼 셀 배터리를 삼키면, 불과 2시간 만에 심한 내부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를 삼켰다고 생각하거나 신체의 어느 부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포장 풀기경고 포장을 풀고 난 후에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기기와 모든 부속품이 운송	
중에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포장이 심하게 파손되었다면 운송 중에 파손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다.	파손된 기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이 다	
들어있지 않거나 파손되었다면	Dynaudio	Xeo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점	
주소는	dynaudi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 캡 제거
트위터는 운송과 포장 풀기 중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캡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 스피커의 포장을 푼 후 똑바로 잡아 당겨서 캡을 제거하십시오.

포장재
포장재는 운송 중에 파손되지 않았다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포장재를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운송할 때 사용합니다.

폐기
전기 및 전자 폐품의 폐기(이 장비에 대해 별도의 수거 시스템이 있는 유럽 국가에서 적용 가능)
제품이나 포장재에 나온 이 기호는 제품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대신 전기 및 전자 장비 재활용을 위한 지정된 수거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이 제품을	
올바르게 폐기하면 환경과 인체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악영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재	
재활용은 천연 자원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제품의 재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관계 당국,	지역의 폐기물 처리 업체 또는 제품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경고/포장 풀기

http://dynaudio.com
http://dyna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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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및 제어 
요소

공급 내용물 이 절에서는 연결 및 제어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연결 및 작동 시작에 문제가 있을 경우	
Dynaudio	Xeo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대리점 주소는	dynaudi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 패널의 요소
Xeo	10/20/30	세트는 마스터 유닛과 슬레이브 유닛으로 구성됩니다.	마스터 유닛은 오디오 입력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Service Mains socketAux In Line In
R L

1

Optical In

2 3 4

Left

Right

Neutral

Wall

Corner

Red

Green

BlueS
p

e
a
k
e
r

P
o
si

ti
o
n

Z
o
n

e

II (마스터 유닛에만 해당)

I
VOLUME

DIRECT

MUTE ON OFF

HUB

1

2

3

4

Line

Line

Opt

Opt

Aux

Coax

USB

A

B

C

1 Xeo	10/20/30	스피커	2개
2 Xeo	10/20/30	스피커 천 커버	2개

3 Xeo	10/20/30	리모컨	1개

4 전원 케이블	2개(국가별 버전,	길이:	2.5	m)

5 스테레오 케이블	1개(RCA	-	RCA,	길이:	1.5	m)	(Xeo 10에만 해당)

6 옵티컬 케이블	1개(Toslink	-	Toslink,	길이:	1.5	m)	(Xeo 10에만 해당)
7 스테레오 케이블 미니 잭	1개(3.5mm	-	3.5mm,	길이:	1.5	m)	(Xeo 10에만 해당)

Xeo	처음 설치 설명서	1개(빠른 설치 안내서,	표시되지 않음)

1 2 3 7

6

5

4

A

D
C

E

B

I
II

F

A:
Speaker	
position

사운드 조절(스피커의 위치에 따라 다름)
• Neutral	=	독립형 배치인 경우
• Wall	=	벽 근처에 배치한 경우
• Corner	=	구석에 배치한 경우
스피커 배치
• Left	=	스테레오 모드의 왼쪽 스피커
• Right	=	스테레오 모드의 오른쪽 스피커

B:
Speaker	
ID/Zone

오디오 구역 선택:	다른 구역에 지정된 스피커는 리모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구역을	Red, Green,	Blue로 구별합니다.

C:

  

	Aux In: 미니 잭을 통해 아날로그 오디오 소스를 스피커에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Line In

RCA를 통해 아날로그 오디오 소스를 스피커에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D: Optical In (Toslink):디지털 오디오 소스를 스피커에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E: USB In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F: Mains socket
스피커를 콘센트 전압에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공급 내용물/연결 및 제어 요소

http://dyna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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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및 제어 요소/연결 및 설정

배치 및 콘센트 전압 연결
	► 스피커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	 스피커를 직사광선,	열 또는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강한 전자파가 방출되는 장치 또는 자기장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손상될 수있는 장치	

근처에 스피커를 두지 마십시오.
	►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피커를 콘센트 전압에 연결하십시오.

Xeo 10을 위한 유용한 정보:
•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캐비닛 바닥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동전이나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를 풀고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후 바닥판을 부착하십시오.

천 커버
천 커버는 스피커의 소리 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석으로 하우징에	
부착되며 필요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
	► 스테레오 모드:

	 -	 왼쪽 스피커에 대해	Left	작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	 오른쪽 스피커에 대해	Right	작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 스피커 음향 보정에 가장 적합한 스피커 위치 스위치를 설정합니다.
	 -	 Neutral	=	독립형 배치인 경우
	 -	 Wall	=	벽 근처에 배치한 경우
	 -	 Corner	=	구석에 배치한 경우

 ► Red,	Green,	Blue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오른쪽과 왼쪽 스피커에 대해 동일한 구역을	
선택합니다(오디오 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26페이지 참조).

스피커 켜기/끄기
	► 스피커를 켜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Xeo	10이 신호 입력을 스캔합니다.
	► 스피커를 끄려면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입력 선택
	► 켜지고 나서 다른 입력으로 이동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볼륨 조절

	► 볼륨 레벨을 높이거나 낮추려면	 	또는	
	버튼을 누릅니다.	더 빨리 조절하려면	

길게 누릅니다.

Bluetooth 페어링
	► 페어링을 시작하려면	 와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16페이지 참조).

MUTE 스피커 음소거
	► 스피커를 음소거 또는 음소거	
해제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볼륨 고정
	► 스피커에 대해 높은 볼륨을 설정하려면	

	버튼을 최소	2초 동안 누릅니다(18
페이지 참조).

ON / OFF 스피커 켜기/끄기
	► 스피커를 켜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 대기 모드에 들어가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스피커를 절전 모드로	
전환하려면	 	버튼을 최소	5	초 동안	
누릅니다.

초기화
	► 스피커를 공장 설정으로 초기화하려면	

	버튼을 최소	5초 동안 누릅니다.

VOLUME 볼륨 조절
	► 볼륨 레벨을 높이거나 낮추려면	 	또는	 	버튼을 누릅니다.

INPUT 신호 소스
	► 각각의 신호 소스를 선택하려면	
해당되는 버튼을 누릅니다.

	► Bluetooth	장치 또는	Hub/Connect를	
선택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Bluetooth 페어링
	► 페어링 모드에 들어가려면 최소	5초	
동안	 	버튼을 누릅니다.

  
제어 항목
대부분의	Bluetooth	4.1	호환 장치를	
제어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	뒤로,	 	=	재생 또는 일시 중지,	 	=
앞으로

VOLUME

DIRECT

MUTE ON OFF

HUB

1

2

3

4

Line

Line

Opt

Opt

Aux

Coax

USB

A

B

C

캐비닛 상단의 버튼 (Xeo 10)

리모컨
명령은 항상 양쪽 스피커에 모두 적용됩니다.

연결 및 설정



Dynaudio Xeo 10/20/30  

1716

전원 켜기
스피커를 대기 모드에서 켜기:

	► 스피커(Xeo	10)	중 하나의 상단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을 스피커로 향하게 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	 스피커가 자동으로 활성 오디오 신호를 검색합니다.	발견되면 신호가 출력됩니다(자동	

재생 기능).
-	 입력 신호가 없으면 스피커가 그 다음	20분 동안 계속해서 입력을 스캔하고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입력 신호가 없으면 스피커가 일정 기간 후에 대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연결된 소스 재생
	► Xeo	스피커를 직접 입력 단자에 연결한 후 리모컨에서 원하는 소스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	 스피커가 자동으로 신호를 감지하고 재생을 시작합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 스피커가	

동일한 구역에 놓여 있다면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	 입력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스피커가 그 다음	20분 동안 계속해서 입력을 스캔하고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Bluetooth 장치 재생
장치를	Xeo	10/20/30과 페어링하면	Bluetooth	장치 목록에서	Xeo	10/20/30을 선택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에서	Bluetooth	  	버튼을 선택하고 블루투스 장치에서 재생을 누릅니다.

연결 끊기
 ►   	버튼을 길게 누르면 연결된 장치가 분리되거나 장치에서 직접 분리됩니다.

작동
직접 소스 연결하기

	► 소스 케이블을 마스터 스피커의 오디오 입력	 Aux ,	 Line ,	 Opt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와	
연결합니다(13페이지	“연결 옵션”	참조).

전원이 켜지면 스피커가 자동으로 오디오 신호를 검색한 후 즉시 재생합니다.	여러 신호 소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신호 소스 중 하나가 재생됩니다.

유용한 정보(Xeo 10):
•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캐비닛 바닥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동전이나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를 풀고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후 바닥판을 부착합니다.

Bluetooth 장치 연결
1.	 Bluetooth	페어링을 시작하려면 스피커(Xeo	10)	중 하나에서	 와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또는 리모컨에서	Bluetooth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	 페어링이 가능해지면 상태 표시등이 흰색으로 깜박이고	1분 동안 페어링 가능 상태가	

유지됩니다.
2.	 장치 설정으로 이동해서	Bluetooth	하위 메뉴를 찾은 후	Red,	Green,	Blue	중 하나를	

선택해 장치를	Xeo	스피커와 간단하게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페어링을	
저장합니다.

Hub 또는 Connect를 통해 소스 연결
Xeo	Hub	및	Dynaudio	Connect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소스를 연결할 수 있는 옵션	
구성품이며 무선 무손실 신호를 통해	Xeo	스피커와 연결됩니다.	전체	Xeo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27페이지	"Xeo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연결 및 설정/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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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고정

볼륨 고정 볼륨을 고정시키는 기능을 사용하여 스피커를 더 높은 볼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대기 모드에서도 계속 적용됩니다.	신호 소스가 자체 볼륨 컨트롤이 있는	Xeo	10/20/30에	
연결되면 신호 소스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출력 볼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볼륨 고정:
	► 리모컨을 스피커로 향하게 하고	  	버튼을 최소	2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볼륨 고정을	
취소하려면 두 볼륨 단추 중 하나를 누릅니다.

대기
스피커를 절전 모드로 전환:

	► 리모컨을 스피커로 향하게 하고	  	버튼을 누르거나 스피커 중 하나의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	 스피커가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	 또한	20분 동안 오디오 신호가 없으면 스피커가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	 이 모드에서는 무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연결된 모든 장치가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	 절전 모드의 소비 전력은	2W	미만입니다.

스피커를 저전력 대기 모드로 전환:
	► 리모콘에서	 	버튼을 최소	5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	 스피커가 저전력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	 이 모드에서는 무선 네트워크가 비활성화되고 스피커가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	 저전력 대기 모드의 소비 전력은	0.5W	미만입니다.

자동 대기 기능을 끄기:
	► 리모콘에서	 Opt  	버튼을 최소	5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전면의 상태 LED
캐비닛 전면의 왼쪽 위에 있는 두 개의	LED는 여러 색상과 깜박임 기능으로 스피커와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나타냅니다.

LED 깜박임 코드

켜진 상태 파란색으로 켜짐 스피커가 켜져 있고	Hub	또는	Connect에 연결되어 있고 오디오 신호가	
재생되고 있습니다.

켜진 상태 파란색으로 천천히 깜박임 스피커가 켜져 있고	Hub	또는	Connect에 연결되어 있고 오디오 신호를	
찾지 못했습니다.

켜진 상태 보라색으로 켜짐 스피커가 켜져 있고 로컬 입력에 연결되어 있고 오디오 신호가 재생되고	
있습니다.

켜진 상태 보라색으로 천천히 깜박임 스피커가 켜져 있고 로컬 입력에 연결되어 있고 오디오 신호를 찾지	
못했습니다.

연결 빨간색으로 천천히 깜박임 활성 송신기2)/마스터가 없거나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검색 20분 동안 파란색으로 빠르게 깜박임 활성 입력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동기화/연결 10초 동안 빨간색으로 빠르게 깜박임 송신기2)/마스터 연결이 없는 동안 시스템 동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파란색	LED가	0.2초 동안 꺼짐 새로운 송신기2)	ID,	송신기2)	입력 또는 직접 입력을 선택했습니다.

5초 동안 빨간색으로 켜짐 수신기 모드가 변경됩니다.

흰색으로 켜짐 Bluetooth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흰색으로 천천히 깜박임 스피커가 페어링 모드입니다.

펌웨어 로딩 흰색	LED:	로딩 중에 점점 빠르게	
깜박임,	빨간색	LED:	켜짐

펌웨어가 로딩되고 있습니다.

볼륨 파란색으로 빠르게 깜박임 볼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음소거 점점 밝아졌다가 어두워짐 스피커가 음소거 상태입니다.

꺼진 상태 빨간색으로 희미하게 켜짐 스피커가 대기 모드에 있습니다.

1)	오디오 소스의 해상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Hub,	Connect,	모바일 장치 등

꺼짐 흰색으로 켜짐 컬러로 켜짐 느리게 깜박임
(1	또는	2	Hz)

빠르게 깜박임(3	
또는	4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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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동 음악을 재생할 때 끊김,	딸깍하는 소리 또는 그밖의 혼선음은	
일반적으로	Xeo	시스템의 무선 전송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밖의 외부 원인이 전송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송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유용한 정보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1.	 모든 무선 송신기와 수신기를 서로 멀리 배치합니다.	WLAN	장치,	무선 수신기,	무선	

시스템이 너무 가까우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장치에 대해 여러 위치를	
시험해봅니다.

2.	 WLAN	장치의 자동 검색 기능을 끕니다.	WLAN	장치 및 기타 무선 시스템은 가용 주파수를	
계속해서 스캔하기 때문에 다른 무선 시스템을 방해할 수있는 신호를 전송합니다.	이 자동	
검색 기능은 일반적으로 꺼둘 수 있습니다.

3.	 Xeo	기술의 무선 신호는 당연히 벽을 통과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은 목재	
파이버보드,	암석,	강철 같이 매우 다양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벽에	
전기,	전화,	TV,	라디오를 위한 복잡한 케이블 설비는 물론 수도관,	통풍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선 신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eo	Hub,	Extender,	
Link에 대해 여러 위치에서 시험해야 합니다.	Xeo	구성품 사이에 가장 직접적인 무선	
경로가 권장됩니다.

4.	 전자 레인지 같은 일부 전기 장치는 무선 시스템을 방해할 수있는 강한 전자파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전기 장치를	Xeo	구성품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Dynaudio Xeo 대리점에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dynaudio.com/support를 방문하여	FAQ를 읽거나 고객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Xeo	웹 사이트	dynaudio.com/xe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작동

http://dynaudio.com/support
http://dynaudio.com/x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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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뾰족한 스파이크
Xeo	30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는 바닥에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스파이크가 함께	
제공됩니다.	스파이크의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다치거나 약한 바닥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부속품 설치 	► 스파이크로 인해 다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 나무 마루 또는 합판 같은 약한 바닥의	
경우에는 스파이크를 알루미늄 발받침에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피커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	 스피커를 직사광선,	열 또는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강한 전자파가 방출되는 장치 또는	

자기장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손상될	
수있는 장치 근처에 스피커를 두지	
마십시오.

부속품(Xeo 10)
데스크 스탠드 또는 월 브래킷을 사용하면	
Xeo	10	스피커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웹 사이트	
dynaudio.com을 방문하거나	Dynaudio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대리점 주소는	
dynaudi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 스탠드
Xeo	10용	Dynaudio	데스크 스탠드는	
스피커를 책상이나 선반 위에 놓을 수 있도록	
우아하게 디자인된 스탠드입니다.	설치	
설명서가 스캔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월 브래킷
월 브래킷을 사용하면	Xeo	10	스피커를 벽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VESA 100 브래킷(Xeo 10/20)
VESA는	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에서 개발한 월 브래킷에 대한	
표준입니다.	Xeo	10과	Xeo	20	스피커를	
사용하면	VESA	100	표준에 따라 브래킷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뒷판의	
나사가	100	mm	간격으로 배치됩니다.

VESA 100 브래킷 장착(Xeo 10):
1.	 4개의 나사(Torx)를 풀고 뒷판을	

분리합니다.
2.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뒷판을 잘	

놔둡니다.
	 장착할 브래킷과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따르십시오.

부속품/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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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소스 신호 소스 출력 Xeo 10/20/30 
입력*

케이블(소스 – Xeo 10/20/30) 참고

노트북,	Mac™,	PC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	가능한 경우
Line	out Line	in RCA	-	RCA

헤드폰 Aux	in 잭	3.5	mm	-	3.5	mm

스마트폰,	기타 휴대용 장치 헤드폰 Aux	in 잭	3.5	mm	-	3.5	mm -

Astell&Kern
헤드폰 Aux	in 잭	3.5	mm	-	3.5	mm -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PonoPlayer 잭 Aux	in 잭	3.5	mm	-	3.5	mm -

도킹 스테이션,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Sonos,	
Bluesound	등

Line	out Line	in RCA	-	RCA *	가능한 경우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Google	Chromecast	Audio Line	out Aux	in 잭	3.5	mm	-	3.5	mm 변형물을 선택
Optical* Optical	In Mini	Toslink	–	Toslink

Apple	AirPort	Express Optical* Optical	In Mini	Toslink	–	Toslink -

Apple	TV*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	3세대까지

하드 디스크,	네트워크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Line	out Line	in RCA	-	RCA *	가능한 경우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아날로그 라디오,	디지털 라디오 Line	out Line	in RCA	-	RCA *	가능한 경우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아날로그 레코드 플레이어 Line	out* Line	in RCA	-	RCA *	포노 프리앰프

TV 헤드폰 Aux	in 잭	3.5	mm	-	3.5	mm 변형물을 선택
Line	out Line	in RCA	-	RCA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	가능한 경우
*	스테레오 프리앰프 Pre-out,	main	out Line	in RCA	-	RCA -

스테레오 파워 앰프 Tape	out Line	in RCA	-	RCA *	브릿지 분리
Pre-out,	main	out* Line	in RCA	-	RCA

Second	pre-out Line	in RCA	-	RCA

서브우퍼 Analog	output Line	in RCA	-	RCA -

AV	수신기,	AV	프로세서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
Pre-out,	main	out Line	in RCA	-	RCA

연결 옵션
	► 신호 소스를	Xeo	10/20/30	스피커의 적합한 입력에 연결합니다.
	► 다음 표에는	Xeo	스피커에 연결할 수 있는 신호 소스와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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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구역으로 분할
Zone	선택 스위치를 사용하여	Xeo	스피커(그리고	Xeo	Link)를 오디오 구역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구역에 지정된 모든 구성품은 리모컨을 통해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는 가능한 구역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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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o	스피커 활성	Xeo	스피커	Xeo	10/20/30은	Hub	또는	Connect에서 무선 신호를	
수신하여 최적의 음질로 재생합니다.	또한	Xeo	10/20/30을 다양한	
오디오 소스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피커에는 일체형 앰프가	
달려있고 리모컨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표시등이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나타내고 캐비닛의 컨트롤을 사용하면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고	
전원을 켜고 끄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Xeo	리모컨 Xeo	리모콘을 사용하여 스피커를 켜거나 끄고 볼륨을 조절하고	Hub	
또는	Connect와 연결된 신호 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ynaudio	Connect	및	Xeo	
Hub

Dynaudio	Connect와	Xeo	Hub는	Xeo	시스템의 컨트롤 센터입니다.	
둘 모두 새로운 차원의 무선 연결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튜너,	
수신기,	CD	플레이어,	TV,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컴퓨터 같은 신호 소스가 연결됩니다.	연결된	Xeo	또는	
Focus	XD	스피커(또는	Xeo	링크)로 신호가 무선으로 손실 없이 전송되고	
재생됩니다.

Xeo	Extender Xeo	Extender는	Xeo	Hub의 수신 범위를 확장합니다.	따라서	Xeo	
스피커 또는 다른	Xeo	구성품이	Xeo	Hub	또는	Dynaudio	Connect에서	
멀리 떨어져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Xeo	Link Xeo	Link는	Xeo	Hub	또는	Dynaudio	Connect에서 무선 신호를	
수신하고 연결 장치에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출력합니다.	따라서	
활성 서브우퍼,	활성 스피커 또는 기타 구성품을	Xeo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Xeo 시스템
Xeo는 최적으로 매칭되는 여러 가지 고품질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합하면 무선 멀티룸 및 멀티소스 시스템에 대한 가장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연결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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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유선 연결:
아날로그/디지털 오디오 소스	+	Xeo	10/20/30

직접 무선 연결:
Bluetooth	장치(휴대 전화 등)	+	Xeo	10/20/30

Hub 또는 Connect 사용:
아날로그/디지털 오디오 소스	+	Hub	또는	Connect	+	Xeo	스피커

범위 확장:
아날로그/디지털 오디오 소스
+	Hub	또는	Connect	+	Extender	+	Xeo	스피커

스피커 추가:
아날로그/디지털 오디오 소스
+	Hub	또는	Connect	+	Xeo	스피커 플러스	+	Link	+	활성 구성품(예:	액티브 서브우퍼,	액티브 스피커	
또는 파워 앰프 및 패시브 스피커)

조합 사례
Xeo	구성품 조합의 여러 사례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Xeo	시스템의 높은 수준의 유연성	
덕분에 더 많은 변형된 형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Dynaudio	대리점에 문의하여 필요에 맞는	
완벽한 솔루션을 찾으십시오.

참고: Extender와	Link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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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공지 사항
본 기기는 캐나다 산업성 라이센스-면제	RSS	
표준을 준수합니다.	본 기기를 작동하려면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	
기기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없다.	(2)	본	
기기는 원하지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어떠한 간섭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극 플러그에는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은 두	
개의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접지 플러그에는	
두 개의 블레이드와 접지용 분기가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넓은 블레이드 또는	
접지용 분기가 제공됩니다.	제공된 플러그가	
콘센트에 맞지 않는 경우,	전기 기술자에게	
의뢰해 구형 콘센트를 교체하십시오.

이 장치는	FCC	규정 제15부를 준수합니다.	
본 기기를 작동하려면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 기기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없다.	(2)	본 기기는 원하지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어떠한 간섭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기기는 테스트를 마쳤으며	FCC	규정의 제
15조에 따라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한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도는 주거 지역 내에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리적 수준의 보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기기는	
RF(무선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MPE 알림
이 장비는 라디에이터와 신체 사이에 최소	
20cm	거리에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i)	 5150-5250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기기는 공동 채널 모바일 위성 시스템에 대해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ii)	 5250-5350MHz와	5470-5725MHz	
대역의 기기에 허용된 최대 안테나 이득은	
EIRP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ii1)	 5725-5825MHz	대역의 기기에	
허용된 최대 안테나 이득은 포인트-투-포인트	
방식과 논포인트-투-포인트 방식에 지정된	
EIRP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발산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선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위치에 설치한다고 해서 간섭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본	
기기로 인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 기기를	
켜고 끔으로써 식별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간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 또는 위치를	

조정합니다.
•	 본 기기 및 수신기 간 이격 거리를	

늘립니다.
•	 본 기기를 수신기가 연결된 것과 다른	

분기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판매처나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규제 준수 책임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변경이나 개조는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기타(미국과 캐나다에만 해당)

적합성 선언(EU에만 해당)
Dynaudio	A/S는	Dynaudio	Xeo	10	제품이 다음과 같은 지침에 부합함을 선언합니다.
•	 2001/95/EF(제품 안전)
•	 2006/95/EF(저전압 지침)
•	 2004/108/EF(EMC	지침)
•	 1999/5/EC(R&TTE	지침)
•	 2011/65/EU(ROHS	지침)
•	 1275/2008(ErP,	Ecodesign	지침)
적합성 선언은 dynaudio.com/support/manual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결 옵션

http://dynaudio.com/support/man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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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데이터

모든	Apple	제품은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모든	Sony	제품은	Sony	Electronics	Inc.의 상표입니다.
모든	Sonos	제품은	Sonos	Inc.의 상표입니다.
Bluetooth	마크와 로고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모든	Google	제품은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기타 상표와 상표명은 각 소유자의 상표와 상표명입니다.

제품 개선 및 새로운 기능으로 인해 이 설명서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최신 버전을 dynaudio.com/support/manual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술 데이터
데이터 Xeo 30 Xeo 20 Xeo 10

아날로그 입력 미니 잭,	RCA	스테레오 미니 잭,	RCA	스테레오 미니 잭,	RCA	스테레오

디지털 입력 Toslink Toslink Toslink

무선 24비트/96kHz 24비트/96kHz 24비트/96kHz

주파수 응답(±	3dB) 36Hz	-	21kHz 40Hz	-	21kHz 40Hz	-	21kHz

상자 원리 베이스 리플렉스 베이스 리플렉스 베이스 리플렉스

크로스오버 2½웨이	DSP	기반 2웨이	DSP	기반 2웨이	DSP	기반

크로스오버 주파수 200/4300Hz 4700Hz 5000Hz

우퍼 2x14cm	MSP 14cm	MSP 14cm	MSP

미드레인지 - - -

트위터 28mm	소프트 돔 28mm	소프트 돔 28mm	소프트 돔

앰프 전력 3x65W 2x65W 2x65W

AC	전원 입력 100V	-	240V,	50	/	60Hz 100V	-	240V,	50	/	60Hz 100V	-	240V,	50	/	60Hz

대기 상태의 전력 소비 <0.5W <0.5W <0.5W

최대 전력 소비 165W 100W 100W

무게 13.4kg	/	29.5lbs 6.2kg	/	13.7lbs 4kg	/	8.8lb

치수(WxHxD) 180x825x246mm 180x320x257mm 173x255x154mm

7.1x32.5x9.7in 7.1x12.6x10.1in 6.8x10x6.1in

발받침/그릴 치수(WxHxD) 228x852x275mm 180x320x265mm 173x255x164mm

9.0x33.5x10.8in 7.1x12.6x10.4in 6.8x10x6.5in



Xeo 10/20/30
덴마크 Dynaudio Labs에서
설계 및 엔지니어링

Dynaudio	A/S	
8660	Skanderborg	

Denmark

dynaudio.com 

사용 설명서	Xeo	10/20/30,	
KO	-	품목 번호	45563112A.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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