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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무대를 가능케 하는 눈부신 실력의 북셀프 스피커 8기종

정통적인스피커는우퍼위에트위터가위치한

다. 중·저역과 고역의 전달 속도를 감안해서인

데, 본 시청기를보면과연그이론이맞는것인

지의문이들수밖에없다. 하긴이러한파격적인

시도는 다인오디오의 여러 모델에서도 잘 볼 수

있다. 다인오디오의최고급기인컨시퀀스를비롯

해컨피던스시리즈에서도이러한설계가적용되

어 있고, 이는 다인오디오 기술력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다. 타사에서는 그러한 기술력이 아래

로 내려오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 다인오디

오에서는컨투어시리즈에서도전체모델이전부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컨투어

S1.4 모델 이후의 아래 기종에서는 이와는 다른

면모를하고있다. 대체적으로보면약간고가의

시리즈에는그러한설계를, 보급기들에게는정통

적인설계를유지하는것으로보인다.

컨투어시리즈는기본적으로다인오디오가AV

화추세란시대적흐름을염두에두고개발한모

델 군으로, 본 기는 이 시리즈의 막내 모델이다.

이시리즈의상위모델인S5.4나S3.4는물론본

시청기와는 여러 가지로 특성이 비슷한 제품이

며, 디자인은다르지만과거인기높았던컨투어

1.3 MK2란 제품도 있으므로, 이 스피커들을 시

청해본애호가라면본기에대한성능도미루어

짐작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 시청기는 종래의 S1.4를 소폭 개량해

LE(리미티드 에디션)로 버전 업을 했는데, 부빙

가, 오일드월넛, 모카, 블랙피아노마감등으로

세련되게 인클로저를 고급화했고, 우퍼의 바스

켓도무광블랙으로도색했고, 배플도이에맞춰

새틴블랙과 스테인리스 스틸의두가지가채용

되었다. 그리고 사용된 부품도 업그레이드했는

데, 내부배선으로고품질의OFC 케이블을사용

했고, 크로스오버에 특수 세라믹 저항 및 높은

품질의커패시터를사용했다. 또한소프트돔트

위터에더욱정 한코팅을했고, MSP 콘 우퍼

에는매우가벼운알루미늄와이어 보이스코일

과 캡톤 포머, 낮은 공명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바스켓을사용했다. 

소리의질이라는점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컨

투어시리즈의사운드가뛰어난우수성으로소문

나있기때문에별도의거론이불필요할것이다.

사실다인오디오의뛰어난음질의비결은아마도

동사 특유의 노하우가 투입된 유닛과 네트워크

때문일 것이다. 본 기 역시 상급 모델에 투입된

유닛들을거의그대로채용하고있다. 

이모델역시다른컨투어시리즈와마찬가지로

인클로저의 배플에 5mm 두께의 무거운 금속판

을채용했다. 메이커측의설명으로는MDF에

착시키지않고공간을둔채고정시킨이런금속

판배플은우선통울림을최소화할수있다는점

이장점이라고한다. 또한대형보이스코일에서

다인오디오의
뛰어난 음질을

세련되게 담아낸
상징적인

북셀프 스피커

Dynaudio 
Contour S1.4 LE

| 김남

수입원 태인기기 (02)971-8241
가격 580만원(스탠드 별매)
구성 2웨이 2스피커
인클로저 베이스 리플렉스형
재생주파수대역
41Hz-25kHz(±3dB)
크로스오버 주파수 1900Hz
임피던스 4Ω
출력음압레벨 85dB/2.83V/m
파워 핸들링 160W
크기(WHD) 18.8×40.4×36cm 
무게 12.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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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열을해소시킬수있어서오랜시간들어도음질

의열화가생기지않아투명한소리를얻을수있다는것.

이스피커의약점이라할수있는것은, 다른다인오디

오의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감도가 다소 낮다는 것이다.

이제품역시4Ω에85dB로상당한저감도에속한다. 따

라서 대출력의 파워 앰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적절한

파워가 가해질 경우 다른 스피커로서는 쉽게 들을 수 없

는음의탄력과쾌감을가져다준다. 현독주에서그런느

낌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데, 현의 마찰과 송진 가루의

흩날림 등이 소름이 끼칠 만큼 고스란히 묻어나던 지나

간시청시의기억이지금도생생하다. 파워만제대로뒷

받침될 경우 소형 고급기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본 기의

소리를즐길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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