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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제품 발표를 이어오고 있는 에이

프릴은이제명실상부한국내하이엔드오

디오제조업체중의선두의위치를차지하

고있는회사이다. 이들의제품중에대표격

인 스텔로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AI 시리즈인 인티앰프가 인기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2009년에발표되었던100 시

리즈는프리와메인앰프로이루어진본격

적인하이엔드지향제품이었다. 한동안출

시가 뜸하더니만 이번에는 MK2로 개선이

되어앞에나타난것이다. 

이전의 제품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달라

진점은외관의세련됨이다. 수수한것같은

데상당히고급의재료로마무리되어있어

높은품격을느끼기에충분한포스를전해

온다. 프리와메인앰프의크기가비슷하여

과거의미니컴포넌트를보는듯한느낌이

지만세련된외관이전해주는느낌이가볍

게 느껴지지는 않는것이었다. 입력은 3조

의아날로그입력을비롯하여PC와의연결

을위한USB 링크도구비해놓고있다. 상

위 기종인엑시무스와같이레퍼런스 D/A

컨버터는아니지만, PC와연결하여음악을

즐기기에충분한성능을구비하여놓고있

는것이다. 메인앰프는채널당 50W의출

력을갖는것으로자세한내용은알수없지

만전통적인트랜지스터푸시풀회로를채

택한듯하다. 

작은 몸체로 프리와 메인을 분리하여 재

생하는것에는인티앰프에서는얻을수없

는장점이분명히있다. 여러다양한음원에

서오는음악신호를조정하여깊이있고풍

성한울림으로울려주는능력은웬만한인

티앰프에서는 얻기 힘든 느낌이다. 더욱이

헤드폰을위주로음악을듣는시간이많아

진요즈음의환경을고려한다면메인앰프

의분리는많은이점을주기도하는것이다. 

이번의시청에서는스피커시스템과합하

여하나의완성된뮤직센터를이루고있었

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데이비스 어쿠스

틱스스피커시스템은올해로설립된지가

25년이나되는중견의업체이다. 프랑스현

지의공장에서자체설계하고생산하는유

닛으로 유명한 업체 는데, 그동안 자작파

들에게는훌륭한유닛의공급업체로서정

평이나있던회사이다. 이들이수년전부터

만들어 생산하기 시작한 스피커 시스템은

이제다양한계열의제품으로애호가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가격대비 성능에 우위를

두어왔던과거의제품에서더발전하여프

랑스적인감성을지닌제품으로어필을하

고있는것이다. 이번의시청에동원된제품

은뒤피와올림피아원이었는데, 모두다세

련된외관의마무리와안정된동작을보이

면서감성의소리세계를그려내고있었다. 

이번의 시청에서 특이한 점은 스피커 케

이블을함께포함시킨것. 오디오시스템을

Stello HP100 MK2·S100 MK2 
Davis Acoustics Dufy HD·Olympia One 
Verastarr Grand Illusion Speaker Cable 

하이파이사운드를각인시키게하는이들의조합

_ 정우광

Stello HP100 MK2·S100 MK2 Davis Acoustics Dufy HD Davis Acoustics Olympia One

Verastarr Grand Illusion Speaker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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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데에있어서케이블을지정하는

일은흔치않은일인데, 특정케이블과의

매칭이 아주 우수한 경우에 있어 제작자

의추천이있을뿐이고, 대부분의경우에

는 앰프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선

재를연결하더라도자신의제품은최상의

소리를 내어줄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

득차있게마련인것이다. 그런데이번에

추천된베라스타의그랜드일루전이라는

케이블을보는순간왜제작자가이케이

블을자신의시스템에추천하 는지를알

수가있었다. 우선케이블의외관이아주

정성스럽고도꼼꼼하게만들어졌다. 매우

솜씨 좋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꼼꼼하게

엮어내서만들어진명품과도같이선재의

만듦새가 훌륭하다. 기본적인 기술은 일

반적인선재를사용한것이아니라, 리본

을 사용한 것이 다른 제품과의 차이점이

다. 과거일부마니아층에서유행했던리

본형 선재는 우선 원재료의 확보에 어려

움이있고, 피복재의도포나단말의처리

의까다로움때문에이를상용화하는경

우가드물었다. 리본형선재의오디오기

기에서의장점은널리알려져왔지만, 이

를 제품에 반 한 사례는 국내의 실바톤

의 출력 트랜스가 거의 유일한 것이라고

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그런데이스피

커 케이블은 리본형 선재를 사용하고 있

다. 그것도 양과 음을 나란히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덧대어 포개놓은 형태를 취

하고있다. 이러한형태를취하면서두개

의전극간의정전용량을극대화하여고

주파 역의 누설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재료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하고 작업도 매우 까다롭게 되는

것이다. 이선재를최종의단말에서는일

반적인선재로연결해야하는데, 이연결

부분의 처리도 매우 까다롭고 소자의 선

택도어렵다. 이부분에있어서이들은최

선의선택을하고있다. 후루텍의바나나

단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껏 보아왔

던바나나단자중에최고의만듦새를보

여주고있었다. 넓은선재가꼬이는일도

없고, 양과음의두선재의간격도적당히

제조원 에이프릴 뮤직 (02)3446-5561

HP100 MK2 프리앰프 가격 제조원 문의 아날로그 입력 RCA×3  아날로그 출력 XLR×1, RCA×1,
Headphone×1  헤드폰 실효 출력 1.5W(30Ω), 1.1W(50Ω), 490mW(150Ω), 245mW(300Ω), 120mW(600Ω)
디지털 입력 USB  입력 임피던스 1MΩ 출력 임피던스 50Ω 크기(WHD) 21.9×5.4×29.6cm  무게 4kg

S100 MK2 파워앰프
가격 제조원 문의 실효 출력 50W(8Ω)  주파수 응답 10Hz-45kHz  S/N비 -100dB  THD+N 0.02%  입력
임피던스 68KΩ 크기(WHD) 21.9×5.4×29.6cm  무게 4.37kg

수입원 에이프릴 뮤직 (02)3446-5561

Dufy HD  가격 110만원(피아노), 75만원(월넛)  구성 2웨이 2스피커 인클로저 베이스 리플렉스형 사용유닛
우퍼 13cm 케블라, 트위터 2.5cm  재생주파수대역 50Hz-23kHz(±3dB)  크로스오버 주파수 3500Hz  임피
던스 4Ω(최소)  출력음압레벨 90dB  크기(WHD) 18×31×25cm  무게 7kg

수입원 에이프릴 뮤직 (02)3446-5561

Olympia One  가격 220만원 구성 2웨이 2스피커 인클로저 베이스 리플레스형 사용유닛 우퍼 13cm 케블
라, 트위터 2.8cm  재생주파수대역 47Hz-21kHz  크로스오버 주파수 4000Hz  임피던스 4Ω(최소)  출력음압
레벨 90dB  크기(WHD) 21×35×26cm  무게 8.5kg

수입원 에이프릴 뮤직 (02)3446-5561

Grand Illusion Speaker Cable 
가격 330만원(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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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려져있고, 그간격은천연가죽으로마

무리해놓고있어여간해서는선재의욕심

을내지않는나자신도아주탐이나는물

건이었다. 

이번의 시청을 위한 선곡은 우선 에바

캐시디. 그녀가 죽은 후 발매된 앨범

<Imagine>에 수록된 첫 곡인‘Guess it

Doesn＇t Matter’가이번달의시청곡중

처음곡이다. 처음 스피커는 뒤피. 섬세한

음상이두개의스피커사이로솟아나듯이

떠오르고 있다. 뒤이어 셀린 디온의‘My

Heart Will Go On’을듣는다. 장쾌한무

대가스피커사이로그려지고있다. 음악

의 모습이 있다면 매우 화려한 채색감이

돋는것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어서

노라존스의‘Don＇t Know Why’를듣는

다. 이번달은여성보컬위주로듣게되었

다. 더운여름철에시원한청량감을느끼

고싶어서일것이다. 이러한갈증을해소

하는데이번의시스템은최적이다. 부피

가커서부담이되지않으면서가볍고청량한음을만들어주고있는것이다. 

스피커시스템을조금크기가큰올림피아원으로바꾸어보았다. 음상의크기는비슷한데, 음의

중심이약간낮아진듯한무게감이느껴진다. 앞선시스템에서약하게느꼈던피아노의음색이살아

나고있다. 이보포고렐리치가연주하는하이든은음하나하나의윤곽이매끄럽고강렬하다. 시간

이경과할수록시스템의소리는안정이되고음악이재생되는공간은쾌적하게변해갔다. 거추장스

러운시스템이버겁다고느껴질때한번듣게된다면쉽게머릿속에서지워버릴수없는소리의만

듦새이다.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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