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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Sound 
Dueundici
전체적인 사운드는 소출력이지만, EL34 출력관이 가진 중·고역 밸런
스는 나무랄 데가 없으며, 밝고 화사한 출력관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
할 수 있게 했다. 마치 S라인의 여성에 비유될 만큼 사운드가 맑고, 군
살 없는 늘씬한 사운드로 낮은 볼륨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_ 장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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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관앰프전문브랜드들이점차축소되고있는

추세이지만, 이탈리아브랜드들은아직도활발한제

품개발을이어가고있다. 이탈리아진공관브랜드

라면우리에게익숙한유니슨리서치, 펜토드등이

떠오르는데, 마스터사운드역시후발주자이긴하

지만, 제품의사운드와성능을강조한제품을선보

이고있으며, 브랜드의인지도역시꾸준히높아지

고있다. 특히이탈리아진공관브랜드라고하면유

니슨리서치를떠올리게되는데, 우드와곡면의아

름다움이가득한인테리어적인요소가강조된이미

지가각인되어있다. 이에반해마스터사운드의이

미지는이탈리아의느낌과는거리를둔표준적인스

타일을 강조하여, 이탈리아의 경쟁 브랜드와는 또

다른느낌의차별화를두고있다. 

마스터사운드는20년을진공관앰프에만집중하

여 그들만의 노하우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

다. 1994년 EL34 출력관을사용한인티앰프를시

작으로, 많은 라인업들은 아니지만 꾸준히 제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2014년 올해도 스페트로 프리앰

프를선보이고있다.

동사의모든제품들은동일한외관이미지를가진

다. 전체적인디자인은화려한멋을추구하기보다는

무게감과단단한이미지를강조하고있으며, 측면은

우드데코로고풍스러운분위기를연출하 고, 진공

관을보호하기위한가이드는디자인과접목시켜강

인한이미지를심어주고있다. 그리고언뜻보면세

련미없이남성적으로만들어진진공관앰프처럼보

이지만, 내부를 속속히 들여다보면 철저히 음질을

고려한내공이가득한진공관앰프임을알수있다.

철저히음질중심의설계와고민들로만들어진제품

이기 때문에 화려함과 견고함은 부족하지만,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되고, 제품의 퀄러티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있다. 마스터사운드의모든앰프들은진

공관의성능을최대한반 하기위하여철저히클래

스A 증폭방식만을추구한다. 

이번 리뷰에서 살펴볼 제품은 가장 저가 모델인

피콜로 바로 위 모델인 두에운디치(Dueundici)인

데, 사용된출력관은EL34로채널당하나씩사용한

싱 엔디드인티앰프이다. 두에운디치는싱 엔디

드방식을추구하는전문브랜드답게EL34 출력관

의사운드를잘이해한최적의설계와사운드가돋

보인다. 싱 엔디드진공관앰프의경우사이즈나

외관으로 보이는 진공관의 숫자만으로는 간단하게

보일수있지만, 몇가지중요한포인트가있다. 첫

번째로트랜스포머의성능이다. 동사는직접트랜스

포머를제작하여제품에적용하고있다. 싱 엔디

드의심장과같은역할인만큼그들만의오랜개발

노하우가반 되어있으며, 직접핸드메이드로제작

매력의EL34 사운드를유감없이보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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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트랜스포머는철저히청감과느낌을중요시하는사

운드에초점을맞추어가장이상적인결과물로완성되

었다. 그리고모든회로에는피드백을걸지않는논피

드백회로를채택하고있으며, 이는왜곡없는최상의

음질과최적의진공관사운드를이끌어내기위한이

들의이념으로자리잡고있다. 

두 번째는소출력이지만, 이를극복할만한충분한

댐핑능력이뒷받침되도록회로설계가이루어져야한

다. 이를위해신호라인이간결하고, 출력관의출력만

을최대한이끌어낼수있는특성을잘반 한최적의

회로설계로완성되었다. 마스터사운드는이런노하

우들을통해싱 엔디드소출력앰프를완성함으로써

충분한싱 사운드의매력을만끽할수있다.

EL34 출력관을충분히구동할수있도록, 드라이브

관은쌍3극관인 ECC802를채널당하나씩사용하고,

최근이탈리아제품들이선호하는자기바이어스방식

을채택하고있다. 사용된진공관은출력관에는일렉

트로하모닉스사, 드라이브관은 JJ사부품으로각각

구성되어있다. 단지출력은채널당11W로그렇게크

진않기때문에충분한음압을가진스피커의매칭과

리스닝공간에대한고려는동반되어야할것이다. 물

론큰욕심없이작은공간에서88dB 이상의소형스

피커와매칭하여사용된다면, EL34 출력관의사운드

매력을충분히경험할수있을것이다.

첫곡으로나탄 스타인의바이올린연주로바흐의

무반주파르티타2번을들어보았다. 바이올린질감의

강렬함과 디테일이 강조되어 있으며, 바이올린의 고

역은거친 스타인의활의움직임을과감없이표현

해주었다. 이어서보컬곡은팝과그리그의예술가곡

을차례로들어본다. 리빙스턴테일러의목소리로들

어본‘Isn't She Lovely’에서는도입부의자연스러운

휘파람소리의표현과함께허스키한테일러의목소리

를편안함과자극없는사운드로재생했으며, 이와함

께안네소피폰오터의목소리로들어본그리그리트

산의요정중슬픈나날에서그녀의목소리는애절함

과고요함이잘조화를이루었다.

전체적인사운드는소출력이지만, EL34 출력관이

가진중·고역밸런스는나무랄데가없으며, 밝고화

사한 출력관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마치S라인의여성에비유될만큼사운드가맑고, 군

살없는늘씬한사운드로낮은볼륨에서더욱매력적

이다. 특히보컬과실내악을중심으로중·고역의윤

곽이분명한사운드를만날수있어마스터사운드가

추구하는 EL34 싱 엔디드 앰프의 매력을 경험할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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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 태인기기 (02)971-8241
가격 370만원 사용 진공관 EL34×2, ECC802×2  실효 출력
11W  구성 클래스A  주파수 응답 25Hz-35kHz(0dB)  입력 임
피던스 50KΩ 출력 임피던스 4-8Ω 크기(WHD) 40.5×20×
29.5cm  무게 1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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