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과 오디오 산업의 역사

에서 요즘처럼 음악 매체와 

하드웨어가 심각한 부조화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적은 없는 듯하다. 

2010년을 전후하여 CD 포맷의 무손실 

파일 재생 시대가 열리고 컴퓨터 오디오

가 차세대 매체의 선두 주자로 떠오르면

서 불이 붙은 고해상도 포맷 전쟁이 요

즘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USB DAC•DDC를 중심으로 하여 

펼쳐지고 있는 고해상도 포맷 전쟁은 올

해 들어오면서 24비트•96kHz 포맷에

서 24비트•192kHz 포맷으로 전선이 이

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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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는 음반 산업이다. 이처럼 급속하게 

고사양화하고 있는 하드웨어에 대응하

는 고해상도 음악 파일을 음반 산업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있는 것이

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부조화 상태가 영원히 지속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

면, 에이프릴 뮤직의 최신 제품인 스텔

로 U3은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고해상

도 음원 판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주류 음반 산업에 대한 경고를 담

고 있는 기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스펙과 가격 양쪽에서 24비트•192kHz 

포맷 재생의 대중화를 선언하고 있는 기

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등장한 스텔로 U3은 기존 모

델인 U2에 비하여 스펙과 가격 모두 한 

단계 위의 모델이다. 그러나 USB 입

력 신호를 S/PDIF와 AES/EBU 

포맷으로 전환하여 출력하

는 단순한 기능을 담당

하고 있는 까닭에, 가

격만 놓고 보면 보

급 기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동기식 데이터 전

송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 기기는 영국 

X-MOS 사의 X-코어 32비

트/500MIPS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주엔진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하이엔드 

오디오 수준으로 지터를 낮추기 위하여 

초정밀 슈퍼 클록을 2개를 사용하여 기

존의 컴퓨터 오디오를 뛰어넘는 음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24비트•192kHz 포맷

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기기를 

컴퓨터에 설치하려면 별도의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하는 ― 애플 컴퓨터에는 그냥 

USB 케이블만 연결하면 된다 ― 불편함

이 있기는 하지만, 설치 작업은 그리 어

렵지 않다. 

그렇다면 이 기기는 어떤 음향을 들려

주는가? 소닉 스튜디오의 아마라 2.2버

전을 재생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여 출

력한 USB 신호를 벤치마크의 DAC1 

USB의 S/PDIF 단자에 접속하여 진행

한 이번 시청에서 스텔로 U3은 지금까

지 DAC1 USB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

로운 음향을 들려주었다. 해상도가 높은 

또렷한 음향을 들려주는 후루텍의 GT2 

USB 2.0 케이블을 사용한 것과 무관하

지 않겠지만, 풍성함보다는 절제력이 뛰

어난 견고한 저음을 바탕에 깔고, 입체

감 넘치는 선명한 중역과 고역을 적극적

으로 통합한 세련미 넘치는 음향은 스텔

로 U3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었다. 

그 결과 음악의 템포에 아연 긴장감이 

실리고, 리듬 또한 한층 명료해진 모습

이 살아나고 있었다. 특히 필자가 레퍼

런스로 사용하고 있는 소닉 스튜디오의 

ADA 컨버터인 모델 304와 비교해 보면, 

이 기기는 출력 게인이 2•3dB 정도 상

승한 듯한 강력한 음향을 쏟아내는 모습

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애호가들은 이 

기기 특유의 명료한 음향 이미지와 음량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이 

대목에 대하여 적절한 튜닝이 이루어진

다면, 동급 모델과는 차원이 달리하는 

음향을 들려주는 기기라는 생각이 든다.

P  DETAILS
USB AUDIO CLASS 
2.0 COMPLIANT 
: Asynchronous 
synchronization 
mode High Speed 
Bit Perfect Audio 
Data Stream up to 
192kHz sampling 
rates 
MASTER CLOCK : 
Super low jitter 2 
external clocks 
SAMPLING 
FREQUENCY : 
22.5792mHz 
/24.576mHz 
for multiples of 
44.1kHz/ 48kHz                                  
sampling rates 
RESOLUTION  
:Standard sample 
rates 44.1, 88.2, 
176.4, 48, 96, 
192kHz/24bits 
Audio 
INPUT : 1 USB 2.0, 
Type B connector 
OUTPUTS  :Galvanic 
Isolated, Up to 
192kHz sampling 
rates 1 COAX 75 
Ohms, Gold Plated 
RCA Connector 1 
AES/EBU 110 Ohms, 
Neutrik XLR Gold 
plated contacts 
LOCK INDICATOR 
: LED on the front 
panel 
PLATFORM 
SUPPORT 
:Customized 
Windows Driver 
: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Natively 
supported by Apple 
Mac OS X 
DIMENSION : 100 X 
36 X 100mm (W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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