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Apple 제품들은 Apple Inc. 의 등록상표입니다. 

모든 Sony 제품들은 Sony Electronics In. 의 등록상표입니다. 

모든 Sonos 제품들은 Sonos Inc. 의 등록상표입니다. 

Bluetooth 문자상표와 로고는 Bluetooth SIG, Inc. 가 소유하고 있는 등록된 상표입니다. 

모든 Google 제품들은 Google Inc. 의 등록상표입니다. 

기타 등록상표와 상표명들은 모두 해당 소유권자의 소유입니다. 

 

이 매뉴얼은 제품이 개선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의 최신 버전은 인터넷 사이트 www.dynaudio.com/support/manuals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Thank You 

Dynaudio Xeo를 선택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Xeo는 최신 무선 기술과 감동적인 음질을 겸비하고 있으며 매우 편리하고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어지는 페이지들에는 모든 기능과 최선의 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하고 

작동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듣게 되기를 바라면서, 

                  Dynaudio 올림 

 

       About This Product 

       Xeo 2 액티브 스피커는 강력한 인티앰프를 장착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오디오 소스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인터페이스로 블루투스 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적의 음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품목인 Xeo Hub 또는 Dynaudio connector를 사용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무선 멀티룸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상의 음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피커들은 리모컨으로 완벽히 컨트롤되며 

캐비닛 상단에 위치한 버튼을 이용해서 전원 온/오프 또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작동상태는 전면에 있는 두 개의 LED로 표시됩니다. 

 

       About this manual 

       이 사용설명서는 Xeo 2 스피커의 작동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옵션품목인 Xeo 모듈들(Hub, Connector, Extender, Link)에 

관한 정보는 이 모듈들과 함께 제공된 사용설명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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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안전 지침 

1. 이 지침들 읽으십시오 

2. 이 지침들을 보관하십시오 

3. 모든 경고에 주의하십시오 

4. 모든 지침을 따르십시오 

5. 이 장비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6. 청소는 마른 천으로만 하십시오 

7. 통풍구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8. 라디에이터, 열조절기, 난로 또는 기타 열이 발생하는 장치 등의 발열체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9. 안전을 위한 유극 또는 접지 타입 플러그를 차단시키지 마십시오. 유극 플러그는 두개의 블레이드 중에서 하나가 다
른 것 보다 넓습니다. 접지 타입 플러그는 두 개의 블레이드 외에 접지 단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넓은 블레이드 또
는 제3의 접지단자는 안전을 위해 제공된 것입니다. 만약 제공된 플러그가 전기 콘센트와 맞지 않을 경우, 전기 기
술자에게 구형 콘센트의 교체를 문의하십시오 

10. 전원 코드가 밟히거나 끼이지 않도록 특히 플러그, 플로어 콘센트 및 기기 연결부를 보호해주십시오 

11. 보조기구/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12. 제조업체에서 지정하거나 기기와 함께 판매된 카트, 스탠드, 삼각대, 브리켓 또는 테이블만 사용하십시오 

13. 천둥번개가 치는 날이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기기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십시오 

14. 모든 수리작업은 자격있는 수리기사에게 맡기십시오. 전원코드나 플러그가 손상되거나, 액체를 쏟았거나 기기 안으
로 물체가 떨어졌을 때, 기기가 비 또는 습기에 노출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또는 떨어뜨렸을 때 등 

기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 수리가 필요합니다. 

15. 주의: 화재나 전기적 충격을 줄이려면, 기기를 비 또는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꽃병과 같은 액체가 담긴 물체
를 기기 위에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16. 기기의 전원 연결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전원 코드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으십시오 

17. 전원코드의 플러그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Xeo 2 스피커 

! 주 의 

 

스피커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스피커 내부에 위험한 수준의 전압이 존재합니다. 

▶ 전원에 연결할 때 제품과 함께 제공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전원케이블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손상되었으면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십시오 

▶ 전기적 충격을 줄이려면, 후면 패널을 제거하지 마시고 스피커 하우징을 절대로 열어서는 안됩니다. 스피커를 비 

   또는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내부에는 사용자가 직접 수리 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수리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에게 맡기십시오. 

▶ 하자가 있는 스피커를 작동하지 마시고 하자 있는 스피커를 전원에서 분리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경우 

   Dynaudio Xeo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대리점의 주소는 인터넷에서 www.dynaudio.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컨 배터리 

! 주 의 
 

폭발의 위험 

배터리를 올바로 교환하지 않으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 동일하거나 같은 타입의 배터리로 교환하십시오. 

 

! 주 의 
 

화학적 화상의 위험 

코인/버튼 셀 배터리를 삼켰을 경우 2시간 이내에 심각한 체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사망할 수도 있

습니다. 

▶ 배터리를 삼켰다거나 몸 속 어딘가에 있다고 여겨질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포장 풀기 

포장을 푼 뒤, 시스템이 모두 빠짐없이 있는지와 기기 및 모든 액세서리가 운송 중 손상을 입지 않았는지 확안하십시오. 

포장재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면 운송 중에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손상된 기기의 작동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내용

물이 불완전하거나 손상을 입었으면 Dynaudio Xeo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대리점의 주소는 www.dynaudio.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 캡의 제거 

트위터는 운송 중 또는 포장을 푸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캡으로 보호됩니다. 

▶ 스피커의 포장을 풀고 나서 캡을 잡아 뽑아 제거합니다. 

포장재 

운송중에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포장재는 재사용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후일 다시 운송할 경우에 대비해서 정

품의 포장재를 보관해두십시오. 

폐기 

전기 및 전자기기의 폐기 (본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유럽국가의 폐기요령) 

제품 또는 포장재에 이 심볼이 있으면 제품을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 쓰레기로 취급금지 표시입니다. 대신 전기전자기기

의 재활용품 수집장소로 수거되어야 합니다. 이 제품을 올바로 폐기함으로써 잠재된 환경 및 보건에 부정적인 결과를 방

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질의 재활용은 천연자원의 보존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제품의 재활용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 관공서의 환경부서 또는 제품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공급범위 
❶ 2 Xeo 2 스피커 

❷ 2 Xeo 2 스피커 그릴 

❸ 1 Xeo 2 리모컨 

❹ 2 전원케이블(해당국가 표준사양, 길이: 2.5m) 

❺ 1 스테레오 케이블 (RCA – RCA, 길이: 1.5m) 

❻ 1 옵티컬 케이블 (토스링크 – 토스링크, 길이: 1.5m) 

❼ 1 스테레오 케이블 미니잭 (3.5mm – 3.5mm, 길이 1.5m) 

 1 Xeo 최초설치 매뉴얼 (설치 퀵 가이드, 아래 그림에 없음) 

 

❶   

❸ 

 

 

 

❼ 

 

 

 

 



연결단자 및 조절장치 

이 섹션에서는 연결단자 및 조절장치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연결 및 스타트업에 문제가 있으면 Dynaudio 대리점에 문

의하십시오. 대리점 주소는 인터넷 www.dynaudio.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후면 패널의 장치들 

Xeo 2 세트는 마스터와 스레이브 유닛으로 구성됩니다. 마스터 유닛은 오디오 입력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ll (마스터 유닛 전용) 

A 뒷 판 
뒷면의 판은 Vesa 100 브라켓을 장착할 경우에만 나사를 풀어 분리합니다 (18 페이지의 “액세

서리” 참조) 

B 바닥판 
밑면의 판은 데스크 스탠드나 벽면 브라켓을 장착할 경우에만 나사를 풀어 분리합니다 (19페이지

의 ‘액세서리’ 참조). 연결단자 및 조절장치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리 할 수 있습니다. 

C 스피커 위치 

사운드 조절 (스피커 위치에 따른) 

•Neutral = 따로 떨어진 위치 

•Wall = 백면에 인접한 위치 

•Corner = 모서리에 위치 

스피커 위치 

•Left = 스테레오 모드의 왼쪽 스피커 

•Right = 스테레오 모드의 오른쪽 스피커 

D 
스피커 

ID / Zone 

오디오 존의 선택 

다른 존에 배속된 스피커를 리모컨으로 별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존은 RED, GREEN 및 

BLUE로 구분됩니다.  

E 

 

AUX IN 

아날로그 오디오 소스를 미니잭을 통해 스피커로 

연결합니다. 

 LINE IN 

아날로그 오디오 소스를 RCA 를 통해 스피커

로 연결합니다. 

F 
 

OPTICAL IN (TOSLINK) 
디지털 오디오소스를 스피커에 연결합니다. 

G 
 

USB IN 
펌웨어 업데이트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H 
 

Mains socket 
스피커를 전원에 연결합니다. 



캐비닛 상단부 버튼 

 
○ 

스피커 ON/OFF 

▶ ○ 버튼을 눌러 스위치를 켭니다. Xeo 2가 신호 입력을 스캔 할 것입니다. 

▶ ○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스피커의 스위치는 꺼집니다. 

소스 선택 

▶ 스위치가 켜져있는 동안 ○ 버튼을 누르면 다른 소스를 선택합니다 

- + 
음량 조절 

▶  + 또는 – 버튼을 눌러 음량을 조절합니다. 누르고 있을 시 더 

빠른 음량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페어링 

▶ + 와 –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페어링이 

시작합니다. 

 

리모컨 

커맨드 입력은 두 스피커 모두에 적용됩니다. 

 

MUTE 음소거 

▶  버튼을 누르면 음속어 기능 활성/비활성 됩니다. 

볼륨 고정 

▶ 버튼을 2초이상 누르면, 스피커가 높은 음량으로 설

정됩니다. 

ON/OFF 스피커 ON / OFF 

▶  버튼으로 스피커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는 대기모드가 됩니다.  버

튼을 5초 이상 누르면 스피커는 절전모드가 됩니다. 

 

초기화 

▶  버튼을 5초이상 누르면 스피커는 공장초기화 됩니

다. 

VOLUME 음량 조절 

▶ 또는 을 눌러 음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INPUT 시그널 소스 

▶ 선택하고자 하신 소스버튼을 누르세요 

블루투스 및 허브/코넥터 연결시 버튼을 누르세요 

블루투스 페어링 

▶ 버튼을 5초이상 누르면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가 됩니

다. 

 

 

제어 

▶ 블루투스에 연결된 기기를 컨트롤합니다. 
 = 뒤로감기   = 재생 및 정지 

 = 앞으로감기 



연결 및 설정 

 
자리배치 및 전원연결 

▶ 스피커를 원하는 위치에 놓습니다. 

- 스피커를 직사광선, 열 또는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스피커를 강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기기 또는 자기장에 의해 망가지거나 손상될 수 있는 기기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 전원케이블로 스피커를 전원에 연결하십시오. 

TIP :  작업편의를 위해 캐비닛 하부 플레이트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동전 또는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전원케이블을 연결한 뒤 

플레이트를 재조립하십시오. 

 

스피커 그릴 
그릴은 스피커에서 사운드가 방출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자석으로 그릴 하우징에 부착되며, 필요시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 세팅 

▶ 스테레오 모드에서 

- 왼쪽 스피커를 작동하려면 Left 를 선택합니다 

- 오른쪽 스피커를 작동하려면 Right 를 선택합니다. 

▶ 스피커들에 필요한 음향보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스피커 포지션 위치를 선택합니다. 

- Neutral = 프리-스탠딩 배치 

- Wall = 벽에 가깝에 배치된 경우 

- Corner = 코너에 설치된 경우 

▶ Red, Green, Blue 를 선택합니다 

- 좌 우측 스피커의 존이 동일하게 선택하십시오. (오디오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24 페이지의 ‘공급자 적합성 신고서(EU 국가에만 

해당)’을 참조하십시오. 

 

 

 

 



소스에 직접 연결하기 

▶ 소스 케이블을 마스터 스피커의 입력단자 에 연결하십시오.(20 페이지의 ‘연결옵션’ 참조) 

전원이 켜진 뒤, 스피커는 자동적으로 오디오 시그널을 탐색하여 곧바로 실행됩니다. 다중의 소스기기가 

연결되있다면, 그 중 하나게 재생될 것입니다. 

TIP: 작업편의를 위해 캐비닛 하부 플레이트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동전 또는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전원케이블을 

     연결한 뒤 플레이트를 재조립하십시오 

 

블루투스 장치 연결하기 
1. 블루투스 페어링을 시작하기 위해, 스피커의 + 와 –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 Xeo 2 상태표시판이 하얗게 깜박이게 되며 1 분 동안 페어링이 가능합니다. 

2. 사용하시는 블루투스 기기의 서브메뉴 설정에서 Xeo 2 를 찾고 스피커 뒷면에 보이는 Red, Green, Blue 중 

하나를 선택하여 페어링을 시작합니다. 스피커는 설정하신 페어링을 저장할 것입니다. 

 

소스를 Hub 또는 Connect 를 통해 연결하기 
Xeo Hub 와 Dynaudio Connect 아날로그 기기와 디지털 기기를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Xeo 2 에 연결시키는 

선택적 구성요소 장치입니다.
 
21 페이지의 ‘The Xeo system’에 시스템의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작동 

 
전원 켜기 

대기모드에서 전원 켜기 

▶ 스피커 상단에 위치한 ○ 버튼 또는 스피커 리모컨의 버튼을 누릅니다 

▿ 스피커는 자동적으로 작동중인 오디오 신호를 검색하고, 검색이 완료되면 출력합니다.(autoplay 기능) 

▿ 입력신호가 없을 시, 스피커는 신호검색을 유지하며 20 분 후에는 절전모드를 실행합니다. 

만약 입력신호가 없을 시 스피커는 특정 시간 후 대기모드로 전환됩니다. 

 

연결된 소스의 재생 

▶ Xeo 2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스를 스피커 리모컨을 통해 선택합니다. 

▿ 스피커는 자동적으로 신호를 감지하여 재생을 시작합니다. 마스터 스피커와 슬레이브 스피커가 같은 

   오디오 존에 설정되어 있다면 그 둘은 자동적으로 무선 연결될 것입니다. 

▿ 입력신호가 없을 시, 스피커는 신호검색을 유지하며 20 분 후에는 절전모드를 실행합니다. 

 

블루투스 장치의 재생 

Xeo 2 와 페어링 되어있는 기기는 여러분의 블루투스 기기에서 Xeo 2 를 선택하여 연결 시킬 

수 있습니다. 

▶ 리모컨에서 버튼을 누른 후 블루투스 기기에서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연결 해제 

▶ 장치에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제하거나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접속되어 있는 장치의 

연결이 해제됩니다. 

 

 

 

 



볼륨 고정 
음량 고정 기능을 이용하여 한 순간에 더 높은 볼륨으로 스피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설정은 대기모드에서도 유효합니다. 신호소스가 자체음량으로 Xeo 2 에 연결되면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출력음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볼륨 고정 하기 위해 

▶ 리모컨의  버튼을 2 초 이상 누릅니다. 음량조절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볼륨 고정은 

해지됩니다. 

 

대  기 

 
절전모드로 변경하기 

▶ 리모컨의 버튼이나 스피커 상단의 버튼을 누릅니다. 

▿ 스피커는 절전모드로 진입합니다 

▿ 20 분간 오디오 신호가 없을 경우 스피커는 절전모드로 진입합니다. 

▿ 이 모드에서, 무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모든 연결된 장치는 동기화 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 절전모드의 전력소비량은 2W 미만입니다. 

 

저전력 대기모드로 변경하기 

▶ 리모컨의 버튼을 5 초이상 누릅니다. 

▿ 스피커는 저전력 대기모드로 진입합니다. 

▿ 이 모드에서, 무선 네트워크는 비활성화되고 모든 장치들과의 연결이 끊깁니다. 

▿ 저전력 대기모드의 전력소비량은 0.5W 미만입니다. 

 

자동대기 해지하기 

▶ 리모컨의 버튼을 5 초간 누릅니다. 



전면 LED 의 상태 

캐비닛 전면의 왼쪽 상단모서리에 있는 두 개의 LED 는 다양한 색상과 깜박이는 기능을 통해 

스피커 및 시스템의 작동상태를 나타냅니다.  
 

  

 
On-state 파란색 LED 스피커는 44.1/48K 송신기에 연결되어 스위치 온 되고, 오디오 신호를 재생합니다. 

 

  

On-state 천천히 깜빡이는 파란색 LED 스피커는 44.1/48K 송신기에 연결되어 스위치 온이지만, 오디오 신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 
 

  

 
On-state 보라색 LED 스피커는 88.2/96K 송신기 및 마스터 연결이 설정되어 스위치 온되고, 오디오 신호를 

재생합니다.. 
 

  

On-state 천천히 깜빡이는 보라색 LED 스피커는 88.2/96K 송신기 및 마스터 연결이 설정되어 스위치 온되지만, 오디오 신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 
 

  

Switch-on process 40 초 동안 희미하고 빠르게 깜빡이는 빨간색 

LED 

스피커가 켜지고 있는 중입니다.. 

 

  

Connection 천천히 깜빡이는 빨간색 LED 활성 된 송신기 및 마스터가 없습니다. 

 

  

Search 20 분간 빠르게 깜빡이는 파란색 LED 활성 된 입력소스를 탐색 중입니다. 

 

  

 

  

 
  

 
  

 

  

Synchronization/ 

Connection 
10 초간 빠르게 깜빡이는 빨간색 LED 송신기 및 마스터 연결 없이 시스템 동기화 

0.2 초간 꺼진 파란색 LED 새로운 송신기 ID, 송신기 입력, 또는 직접입력이 선택되었습니다. 

5 초간 밝히는 빨간색 LED 수신모드가 변경되었습니다. 

흰색 LED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깜빡이는 흰색 LED 스피커가 페어링 모드에 있습니다. 

 

  
Firmware loading 희색 LED: 로딩중에 빨라지며 깜빡임.  

Red LED: 점등 

펌웨어가 로딩중입니다. 

 

  Volume 빠르게 깜빡이는 파란색 LED 음량이 조정되었습니다. 
 

  Mute 켜지고 꺼짐을 반복 스피커 음소거 
 

  Off-state 희미한 빨간색 LED 스피커 대기모드 

      

LED 점멸코드 

    꺼짐      흰색 점등      특정색으로 점등      천천히 점멸 (1 or 2 Hz)   빠르게 점멸(3 or 4 Hz) 
NOTE: LED 상태는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에서 나오는44.1/48k 오디오 시그널을 재생 시, 왼쪽 LED는 파란색으로 점등되며, 오른쪽 LED는 흰색으로 점등됩니다. 



오작동 

재생 중 발생되는 재생중단, 잡음 및 가청 간섭들은 주로 Xeo System 무선 전송으로 인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로 외부의 다른 요인이 전송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전송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립니다. 

1. 모든 무선 송신기 및 수신기는 서로 떨어뜨려 배치합니다. 각각의 WLAN 장치, 라디오 수신기 및 무선 시스템이 너무 근접할 시에 서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장치를 다양한 위치에 놓고 테스트합니다. 

2. WLAN 장치의 자동검색기능을 끕니다. 자동검색기능은 다른 무선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신호를 계속해서 전송합니다. 평상시 자동검색기능은 꺼두

어도 좋습니다. 

3. Xeo의 무선신호기술은 당연히 벽을 통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은 목재 섬유판, 석재, 또는 스틸과 같은 매우 다양한 재료로 구성 될 수 있고, 복잡

한 전기, 전화 TV 및 라디오를 위한 케이블뿐만 아니라, 배수관과 에어쉬프트를 포함 할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선신호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Xeo 

Hub, Extender 및 Link를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해보며 가장 적합한 무선경로를 위한 배치를 찾습니다. 

4. 전자레인지와 같은 일부 전기장치는 강한 전자기장을 생성하여 무선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Xeo 구성품 근처에 전기장치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Dynaudio Xeo 대리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www.dynaudio.com/support 의 FAQ를 참

조하거나 고객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Xeo 웹사이트 www.dynaudio.com/xeo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술데이터 

기술제원표 

Frequency response (± 3 dB) 40 Hz – 24 kHz 

Box principle Bass reflex (rear ported) 

Crossover 2-way (DSP based) 

Crossover frequency 3100 Hz / 

Crossover slope 24 dB/Octave (DSP based) 

Woofer 14 cm MSP 

Tweeter 27 mm soft dome 

Woofer amplifier power 65 W 

Tweeter amplifier power 65 W 

AC power input 100 – 240 V, 50/60 Hz 

Power consumption during operation 6 – 100 W 

Power consumption in standby 1.2 W (with active network) 

< 0.5 W (wireless network disabled) 
Weight 4 kg / 8.8 lbs 

Dimensions (W x H x D) 173 x 255 x 154 mm / 6.8 x 10 x 6.1" 

Connections 

Digital audio in Toslink (up to 24 bit/192 kHz) 

Analog audio in RCA, mini jack (3.5 mm) 

Wireless Bluetooth, Hub (16 bit/48 kHz), 

Connect (16 bit/48 kHz and 24 bit/96 kHz) 

USB For service only 

 

 

 

 

 



액세서리 

책상 스탠드 또는 월 브래킷은 Xeo 2 스피커의 응용범위를 확장 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

트 www.dynaudio.com을 참조하시거나 Dynaudio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점 연락처는 

www.dynaudio.com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책상 스탠드 

Dynaudio 책상스탠드는 Xeo 2를 책상이나 선반 위에 배치 할 수 있는 우아한 디자인의 스탠드 입니다. 

설치지침서은 스탠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월 브래킷 

월 브래킷은 Xeo 2 스피커를 벽에 장착할 수 있게 합니다. 

VESA 100 Bracket 

VESA는 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에서 개발된 월 브래킷의 기준입니다. Xeo 2 스피커는 

VESA 100 기준에 의거하여 브래킷과 연결 가능합니다. 이것은 뒷면의 나사가 100mm 간격이 떨어져 있

음을 의미합니다. 

VESA 100 Bracket 설치 

1. 4개의 나사(Torx형)를 풀어 후면판을 제거합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후면판을 보관합니다. 

2. 장착할 브라켓과 함께 제공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부 록 
연결옵션 
▶ Xeo2 스피커의 해당 입력에 신호소스를 연결합니다. 다음 표는 Xeo 2 에 연결하기 위한 신호 소스 및 옵션의 선택을 제공합니다. 

Your signal source Signal source 

output 

Xeo 2 input* Cable 

(source – Xeo 2) 

Notes 

Notebook, Mac™, PC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 If available 

Line out Line in RCA – RCA 

Headphones Aux in Jack 3.5 mm – 3.5 mm 

Smartphone, other portable devices Headphones Aux in Jack 3.5 mm – 3.5 mm – 

Astell&Kern Headphones Aux in Jack 3.5 mm – 3.5 mm –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PonoPlayer Jack Aux in Jack 3.5 mm – 3.5 mm – 

Docking station, network client, Sonos, Bluesound, 

etc. 
Line out Line in RCA – RCA * If available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Google Chromecast Audio Line out Aux in Jack 3.5 mm – 3.5 mm Select a variant. 

Optical Optical In Mini Toslink – Toslink 

Apple AirPort Express Optical Optical In Mini Toslink – Toslink – 

Apple TV*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 up to 3rd generation 

Hard disk, network player, CD player Line out Line in RCA – RCA * If available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Analog radio, digital radio Line out Line in RCA – RCA * If available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Analog record player Line out* Line in RCA – RCA * On phono preamplifier 

TV Headphones Aux in Jack 3.5 mm – 3.5 mm Select a variant. 

Line out Line in RCA – RCA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 If available 

Stereo preamplifier Pre-out, main out Line in RCA – RCA – 

Stereo power amplifier Tape out Line in RCA – RCA * Disconnect bridge 

Pre-out, main out* Line in RCA – RCA 

Second pre-out Line in RCA – RCA 

Subwoofer Analog output Line in RCA – RCA – 

AV receiver, AV processor Optical Optical In Toslink – Toslink – 

Pre-out, main out Line in RCA – RCA 



오디오 영역으로 구분 

Xeo 스피커 뿐만 아니라 Xeo Link 는 Zone 선택스위치를 사용하여 오디오존을 할당 시킬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영역에 할당되는 모든 

구성품은 원격제어를 통해 함께 작동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가능한 구역배치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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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o System 

Xeo는 서로 최적으로 일치되는 여러 고품질의 구성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무선 멀티룸, 멀티 소스 시스템 등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Xeo System의 구성품 

Xeo 

speakers 
Xeo 2, Xeo 4, Xeo 6 는 Xeo Hub 나 Dynaudio Connect 를 통해 수신한 무선신호를 최적의 

음질로 재생합니다. 또한 Xeo 2 는 다양한 오디오 소스에 직접 연결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피커가 인티엠프를 가지고 있으며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상태표시판는 시스템의 작동상태 

나타내며 본체의 조작으로 리모컨 없이 전원 및 음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Xeo remote 

control 
The Xeo 리모컨은 스피커의 전원 및 볼륨을 변경하고 Hub 또는 Connect 와 연결된 소스를 

원격으로 선택하게 해줍니다.. 

Dynaudio 

Connect / Xeo 

Hub 

Dynaudio Connect 와 Xeo Hub 는 Xeo System 의 제어센터입니다. 이 둘은 수준 높은 

무선연결의 연결성과 편리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튜너, 수신기, CD 플레이어, 텔레비전,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또는 컴퓨터 등이 이것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손실되지 않은 신호들은 연결된 Xeo 혹은 Focus XD 스피커에 무선으로 보내져 재생시킵니다. 

Xeo Extender Xeo Extender 는 Xeo Hub 의 수신 범위를 확장합니다. 그 결과, Xeo 스피커 및 다른 Xeo 

구성품들을 Xeo Hub 혹은 Dynaudio Connect 보다 멀리에서 작동 시킬 수 있습니다. 

Xeo Link Xeo Link 는 Xeo Hub 및 Dynaudio Connect 로부터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로 출력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Xeo 시스템에 Active 서브우퍼, Active 스피커 및 

다른 구성품들을 Xeo system 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Xeo Link 는 1 세대 Xeo 

Hub(Transmitter)와 연결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예 

당신은 Xeo 구성품 조합의 몇가지 예를 보게 됩니다. Xeo System 의 수준 높은 유연성은 더욱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완벽한 솔루션 요구를 위해 Dynaudio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직점 유선연결: 

아날로그/디지털 오디오 소스 + Xeo2 

 

 

직접 무선 연결: 

블루투스 기기(핸드폰 등) + Xeo 2 

 

 

 

Hub 및 Connect 연결: 

아날로그/디지털 오디오 소스 + Hub / Connect + Xeo 스피커 

NOTE: Xeo2가 Hub 또는 Connect와 연결되어 사용중이라면 Xeo 4/ Xeo 6 리모컨이 필요합니다. 

 

 

 

 

Hub or Connect 



Hub or Connect 

확장된 범위 연결: 

아날로그/디지털 오디오 소스 + Hub / Connect + Extender + Xeo 스피커 

 

 

 

스피커 추가 연결: 

아날로그/디지털 오디오 소스 + Hub / Connect + Xeo 스피커 + Link + Active 구성요소(active subwoofer, active 스피커 또는 파워엠프와 passive 스피커) 

NOTE: Extender 와 Link 또한 서로 연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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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Conformity (EU only) 

Dynaudio A/S hereby declares, that the product Dynaudio Xeo 2 is in conformity with the following directives: 

• 2001/95/EF (Product Safety) 

• 2006/95/EF (Low Voltage directive) 

• 2004/108/EF (EMC directive) 

• 1999/5/EC (R&TTE directive) 

• 2011/65/EU (ROHS directive) 

• 1275/2008 (ErP, Ecodesign directive) 

The Declaration of Conformity is available on the Internet at 

www.dynaudio.com/support/manuals 

Reminding (USA and Canada only)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Cet appareil est conforme à Ia section 15 des réglementations de Ia FCC. Le fonctionnement de l‘appareil est sujet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1) cet 

appareil ne doit pas provoquer d‘interférences néfastes, et (2) cet appareil doit tolérer les interférences reçues, y compris celles qui risquent de 

provoquer un fonctionnement indésirable.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 Connect the equipment 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Please take attention that changes or modification not expressly approved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compliance could void the user ś authority to 
operate the equipment. 

IC NOTICE 

This device complies with Industry Canada licence-exempt RSS standard(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of the device. 

Le présent appareil est conforme aux CNR d‘Industrie Canada applicables aux appareils radio exempts de licence. L‘exploitation est autorisée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 (1) l‘appareil ne doit pas produire de brouillage, et (2) l‘utilisateur de l‘appareil doit accepter tout brouillage radioélectrique subi, 
même si le brouillage est susceptible d‘en compromettre le fonctionnement. 

http://www.dynaudio.com/support/manuals


MPE Reminding 

This equipment should be installed and operated with a minimum distance 20 cm between the radiator and your body. 

(i) The device for operation in the band 5150 – 5250 MHz is only for indoor use to reduce the potential for harmful interference to co-channel mobile 

satellite systems; 

(ii) The maximum antenna gain permitted for devices in the bands 5250 – 5350 MHz and 5470 – 5725 MHz shall comply with the e.i.r.p. 

limit; and 

(ii1) The maximum antenna gain permitted for devices in the band 5725 – 5825 MHz shall comply with 

the e.i.r.p. limits specified for point-to-point and non point-to-point operation as appropriate. 
 

 

Cet équipement doit être installe et utilisé à une distance minimale de 20 cm entre le radiateur et votre corps. 

(i) Tout appareil destiné à la bande 5150 – 5250 MHz devra être exclusivemenl utilisé en intérieur  a   fin de réduire les risques de pertuarbatians 

électromagnétiques gênantes sur les systémes de satellite mobile dans un même canal. 

(ii) Les radars à forte puissance sont désignés comme les utilisateurs principaux (c‘est-à-dire qu‘ils sont prioritaires) des bandes 5250 – 5350 MHz et 

5650 – 5850 MHz. IIs peuvent provoquer des perturbations electromagnetiques sur les appareils de type LELAN (réseau de communication local sans 
licence) ou les endommager 

 

 

 

 

 

 

 

 

 

 

 

 

 

 

 

 

 

 

 

 



 

 

 

 

 

All there is. 

 

 

 

 

 

 

 

 

 

 

Dynaudio A/S, 8660 Skanderborg, Denmark 

Sales & Marketing: Dynaudio International GmbH, Ohepark 2, 21224 Rosengarten, Germany, Phone: +49 4108 - 41 80 - 0 

www.dyna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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