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엔드스피커시스템의대표격인다

인오디오의 제품 계열은 무수히 많다. 수

많은 제품들이 꾸준히 개발·판매되고 있

고, 해마다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소개되

는등매우활발한활동을보이고있다. 이

회사의발전을보고있자면침체기에있다

는 국내의 오디오 시장의 현실은 현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익사이트

시리즈는동사가판매하고있는가정용스

피커시스템중에서중급기에해당하는제

품군이다. 플로어스탠딩형 스피커 시스템

인 X38을 비롯하여, 센터 스피커 등을 갖

춘 계열의 제품이지만, 가장 작은 크기인

X14A만이 앰프를 내장한 액티브 스피커

시스템으로발매되고있다. 

액티브 스피커 시스템은 간편함을 찾는

현대인들의 요구에 맞추어가는 오디오의

흐름이라고도할수있다. 한 편으로는자

신들이설계한스피커시스템을가장이상

적으로울려줄수있는앰프를내장함으로

써애호가들을향한자신들의사운드철학

을 잘 드러내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수의 하이엔드 스피커 시

스템 제조업체에서 액티브 스피커의 발매

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과거보다도

발전한 전자 회로 기술 덕에 우수한 오디

오앰프의제조가손쉬워졌다는점도액티

브 스피커 시스템의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작은크기로높

은 출력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과거의 오디오 기기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멀티 앰프에 의한 멀티 채널의 구

성이 요즈음의 하이클래스 액티브 스피커

시스템의추세라고할수있다. 이번 호의

리뷰 제품인 익사이트 X14A도 50W 출력

의 파워 앰프를 두 대나 내장하고 있으면

서각각의유닛을구동시켜주고있다. 

다인오디오의 제품이 다른 회사의 액티

브스피커와차별을두고있는부분은앰프

부분의높은충실도에있다고보아야할것

이다. 일반적인액티브스피커가입력신호

의 증폭만을 염두에 둔 구성을 하고 있다

면, 익사이트 X14A에 내장된앰프는프리

앰프의기능도함께탑재하고있는것이특

징이다. 출력되는음의크기를조절하는것

외에도입력게인을조정한다거나3밴드로

나뉜 음색 조절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어

웬만한 입력 장치와 연결되더라도 최상의

음을만들어내주고있다. 보급형의액티브

스피커와는달리이제품에는음악신호의

증폭기능외에다른디지털기술은적용되

지않고있다. 컴퓨터와의연결도고려되지

않으며오직오디오컴포넌트인디스크플

레이어나 프리앰프와의 연결만 고려되고

있다. 스마트기기와의연결을염두에두고

있다면동사에서발매하고있는XEO 시리

즈가있기때문에익사이트는조금은고전

적인제품에가깝다고할수있다.

유닛의 구성은 패시브 스피커인 익사이

트 X14와 동일하다. 돔 트위터와 콘 우퍼

의구성은가장기본적인시스템의구성이

며, 안정적이고 정갈한 사운드를 듣기에

적합한시스템이된다. 대부분의오디오파

일들은예산범위내에서시스템을구성하

기때문에스피커시스템을구동하는앰프

의 선택에 제한을 두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주우수한특성을지닌시스템이라도가

격이그다지높지않으면고품위의앰프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때문에

스피커가가지고있는능력을발휘해보지

도못하고묵히는경우가허다하다. 이 때

문에라도 액티브 스피커를 선택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앰프와의 매

칭을 고민할 필요 없이 최상의 소리를 들

을수있다는것이큰매력이다. 

시청을위한컴포넌트의구성은매우간

단하다. 좌·우의 스피커에 전원을 연결하

고입력단자에CD 플레이어로부터의신호

선을연결하면된다. 전용의스탠드도있지

만시청실에구비된스탠드에설치하고하

이든의현악사중주를들어본다. 눈앞에보

이는제품의크기와소리를연결하기가어

려울정도로풍성한음이배어나오고있다.

고음역의 투명함과 이를 받쳐주는 저음역

의 풍성함은 웬만한 크기의 실내에서라면

메인시스템으로도손색이없을정도이다.

유선으로길게연결된출력볼륨컨트롤러

의묵직한조작감도좋지만가늘게연결된

선이무선기기에익숙해진우리에게조금

은불편하다. 뒤이어연주해본재즈보컬의

음은방안의공기를남김없이음으로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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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보여준다. 볼륨을 높이기 힘들

정도로큰소리가나오고있어입력게인을

낮추었더니차분해진소리가나온다. 입력

장치로사용된CEC CD5의출력레벨이높

은편이기도하지만출력이약한휴대기기

와의사용을염두에둔설계라고할수있

을것이다. 대형기기에서울려나오는풍성

하면서도 조용한 저음역의 사운드와는 다

른강한임팩트의저음역이형성되고있다.

이는소형유닛을가진시스템의한계를극

복하려는노력일것인데, 음악의밸런스는

훌륭하게유지하여주고있다. 

PC와의 연결 사용을 염두에 둔 제품이

아닌 오디오 컴포넌트의 하나로서의 스피

커 시스템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

기위한시도로만들어진제품으로다인오

디오의 사운드를 제대로 한 번 울려볼 수

있는기회를제공해주고있는시스템이라

고할수있다. 단출하게하이엔드사운드

를즐길수있도록해주는제품으로, 고급

취향의현대인에게 어울리는큰매력의제

품이라고꼽을수있을것이다.

AUDIO 2015.5·119

수입원 태인기기 (02)971-8241
가격 280만원(볼륨 컨트롤 별매 15만원)
실효 출력 50W(트위터, 우퍼)
입력 RCA×1, XLR×1
재생주파수대역 45Hz-23kHz(±3dB)
크기(WHD) 17×28.2×24.6cm 
무게 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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