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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준 비 …

일단 스피커를 조립했으면 오디오 시스템(또는  

비디오 시스템)과 본체에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동봉된 설치 지침서의 조립 지침  

참고).

배치
BeoLab 8000은 바닥의 아주 적은 공간만  

차지합니다. 실제로 방 배치에서 볼 때 가장  

편리한, 원하는 어떠한 청취 위치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BeoLab 8000은 건조한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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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유형의 지지대를 지지부에  

장착해야 합니다.



연 결

동봉된 8핀 Power Link 케이블을 사용하여 

BeoLab 8000과 오디오 시스템(또는 비디오  

시스템)을 연결하십시오. 한 쪽 끝을 스피커의 
Power Link 소켓에 꽂고 다른 쪽 끝을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의 두 Power Link 소켓 중 하나에 

꽂으십시오.

일단 스피커를 연결했으면 BeoLab 8000의 

Power Link 소켓 아래의 스위치가 L 또는 R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L은 왼쪽 스피커용이고 R은 

오른쪽 스피커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봉된 메인 코드를 사용하여  

스피커를 본체에 연결합니다. 메인 코드가  

분리되지 않게 하려면 동봉된 케이블 티어(tier) 
로 메인 코드를 검은색 덮개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A).

BeoLab 8000이 Bang & Olufsen 제품이 아닌  

제품에 연결될 경우에는 스위치 아래의 Phono  
소켓을 Power Link 소켓 대신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스위치는 LINE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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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Link

Phono 소켓

메인

L/R/ 스위치

참고 : BeoLab 8000 스피커의 제품 번호는  

소켓 패널 덮개 내부에 있는 레이블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피커에 포함되어 있는 고무 튜브는 

BeoLab 8000용으로 특수하게 설계된 케이블  

덮개입니다. 메인 코드와 내부의 Power Link  
케이블을 모두 넣고 동봉된 도구를 사용하여  

케이블 덮개로 감싸도록 하십시오. 

오디오 또는 비디오 시스템에 BeoLab 8000  
스피커 두 쌍 이상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쌍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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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번호 6270706의 스피커 어댑터는 

BeoLab 8000 스피커 추가 쌍을 Bang & Olufsen 
시스템에 연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어댑터는 Bang & Olufsen 대리점에서 옵션  

액세서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스 위 치  켜 기  및  끄 기

스피커를 본체에 연결하지 마자 원뿔체 위의  

직물 뒤쪽에 바로 작은 빨간색 표시등이  

나타나서 스피커가 대기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Bang & Olufsen 시스템을 켜면 BeoLab 8000  
스피커가 동시에 켜집니다.

빨간색 대기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어 스피커가 

켜졌음을 알려 줍니다.

시스템의 스위치를 끄거나 사운드를 소리 줄임  

상태로 두면 스피커가 꺼져 있음을 알려주는  

빨간색 표시등이 바로 나타납니다.

BeoLab 8000 스피커가 Phono 소켓을 통해 

Bang & Olufsen 시스템이 아닌 제품에 연결되어 

있으면 스피커는 시스템에서 신호를 받을 때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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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대기 표시등은 

스피커가 켜지면  

녹색으로 바뀝니다.



기 타  정 보

유지 관리
식기 세척제와 같은 순한 세제를 몇 방울 정도 탄 

미지근한 물에 보풀 없는 부드러운 천을 적신 후 

꽉 짜서 BeoLab 8000 스피커를 청소합시오.

검은색 지지부를 스폰지로 청소하기 전에 먼저  

부드러운 브러쉬로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BeoLab 8000 스피커를 청소할 때  

알코올이나 다른 용해제를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은 EEU 지침 89/336 및 73/23에 언급된 

조건을 만족합니다.



www.bang-olufsen.com 

기술 사양, 기능 및 그 사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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