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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쾌함을추구하지만경망스럽지않고, 화사하지만야하지않으며, 섬세하지만명료함을잃지않고, 유려하지만절도를잃지않으

며, 화사하지만투명함을포기하지않는, 생동감넘치는고품격의우아함을추구하는앰프가바로A3NG라고할수있는것이다. 

박성수

A3NGAVM



이상은본지시청실에서독일의중견브

랜드인 AVM을 대표하는 인티그레이

티드 앰프인 에볼루션 A3NG을 시청하면서

필자가남긴메모의일부이다. 여기서필자의

메모를공개하는이유는시청당시 A3NG가

들려준음향의실상을독자제현에게전달하

는데있어서이보다좋은자료도없다는생각

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AVM에 대하여필자가항상 품고있었던 의

문을풀수있는실마리가필자의메모에담겨

있다고보기때문이다. 처음에는요란하게등

장하지만, 한해두해지나면서소리소문도

없이시야에서사라져버리는오디오브랜드

가어디한둘이아닌상황에서, 2008년상반

기에첫선을보인이후채 2년도되지않는

짧은기간에AVM이우리나라의오디오시장

에안착한비결을필자의메모에서유추할수

있기때문이다. 

필자의 메모를 종합해 보면, 에볼루션

A3NG이어떤앰프이며, 어떤음향을추구하

는기기인지그리어렵지않게짐작할수있다.

결론부터말하면, A3NG는현대앰프가추구

생동감 넘치는 우아함을 노래하는 독일 병정

수입원: 태인기기(02)971-8241
·가격: 700만원
·실효출력: 70W(8Ω), 100W(4Ω)
·댐핑팩터: 300 이상
·감도: 20mV-350mV
·입력임피던스: 10㏀(밸런스), 
6.8㏀(언밸런스), 4.7㏀(프로세서)

·S/N비 : 97dB, 100dB(A)
·주파수응답: 5Hz-200kHz
·THD : 0.08% 이하(25W/4Ω)
·크기(WHD) : 43×8.5×34cm 
·무게: 9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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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음색, 화사한 색채 표현, 경쾌하고 유려한 선율선등에주목할것! 스케일은 크지 않다. 호쾌

함보다는 섬세함과 유려함을 추구하는 앰프! 피셔가 보여 주는 화려한 비르투오시티를 유려하고 명

료하게 살려낸다. 표정이 생생하고 추진력 또한 상당하다. 그러나 파괴력은 약하다. 힘들이지 않는

발성에주목하라! 발산보다는수렴성향이강한발성! 투명도는그리높지않은것같다. B&W 804S

와의조합때문일까? 음향윤곽에예리함이좀더살아났으면하는바람이있다. <차이코프스키 / 바이

올린협주곡 / 율리아피셔 / 러시아국립오케스트라 / 크라이체베르크 / 펜타톤>

유려함, 섬세함, 화사함 등이 돋보이지만, 저음이 다소 부족한 듯! 역시 스케일은 그리 크지 않다.

24비트·96kHz 녹음특유의생생함에섬세함이실린모습이보기좋다. 그러나중저음은다소불만

스럽다. 사뿐한음향이다. <모차르트 / 교향곡제39번 / 스코티시쳄버오케스트라(SCO) / 메케라스 / 린

레코드 / 24비트·96kHz 스튜디오마스터버전·PC 재생>

수줍음을잘타나는새색시같은이미지!!! 분석력이좋다. 중심주파수대역은중음역! 수렴성향의

발성. 마지막악장에서살아나야할강력한폭발력은아무래도부족한느낌. <모차르트 / 교향곡제41

번 / SCO / 메케라스 / 린레코드 / 24비트·96kHz 스튜디오마스터버전·PC 재생>

장중함은 다소부족하지만, 피아노의 타건이예상외로견고한모습을보여준다. 음향 몸체가 단

단하고탄력또한좋다. 선율선의굽이를탄력넘치게묘사해낸다! 코바체비치특유의화려하면서도

투명한음색을절묘하게살려낸다. 잘 다듬어진고음, 날카로움이나자극성이전혀느껴지지않는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온화한 공간감. 과부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정연한 대역 밸런스에 주목할

것!!! <베토벤 / 피아노소나타제29번 / 코바체비치 / 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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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투명함·명료함에 온화한 공간감과

화사한 음색을 실어올리고, 장중함·강직

함보다는이탈감이뛰어난산뜻한선율미,

사뿐하면서도경쾌한리듬, 유연한다이내

믹등을삼삼한이미지로통합하는앰프라

고 하면 좋을 것 같다. 독일·오스트리아

작곡가로 치면, 베토벤·브람스보다는 모

차르트·멘델스존, 그리고 러시아 작곡가

로치면, 음울한차이코프스키보다는화려

한 림스키-코르사코프 등의 음악에 어울

리는앰프가바로A3NG인것이다. 

그러나바로이지점에서떠오르는의문

이있다. 그렇다면필자가메모에서지적

하고 있는 중량감·폭발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보아야할것인가? 혹시중급기종

이상의 앰프가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절대로그렇지않다는것이필자

의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가장먼저 지적해둘 것

은 바로 출력이다. 트랜지스터 앰프로는

그리높다고할수없는채널당 70W(8Ω)

의출력—4Ω에서는채널당100W —을

이끌어내는앰프가A3NG라는점을고려

할필요가있는것이다. 따라서이정도의

출력에서장중하고호쾌한음향을기대하

기어려운것은당연한일이아닐까? 오히

려이문제는독일문화의밑바닥을관류

하는실용주의또는AVM이추구하는음

향 철학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

하지않을까? 중급기종의앰프설계에서

무작정출력을높이다가음향의완성도를

떨어뜨리기보다는, 한정된재원을가지고

음악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선

택과 집중의 전략, 그리고 장쾌함보다는

생동감 넘치는 우아함을 추구하는 AVM

의음향철학이긴 한조화를이룬결과

로보고싶은것이다. 

이것이 전부일까? 그것 또한 그렇지는

않다. 이 정도의설명으로는뭔가부족하

다는느낌이들기때문이다. 투명함과온

화함, 사뿐함과 섬세함, 경쾌함과 미려함

등을 추구하는 앰프로 간단히 정리해 버

린다면, A3NG가진정으로추구하는음향

을 간과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자칫음향에대한절제력이부

족한경박한앰프, 음악에담긴음 을제

대로살려내지못하고단순히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앰프, 그리하여 스케일·중량

감·다이내믹 레인지·안정감·절제력

등과같이본격앰프가갖추어야할자질

을 도외시하는 앰프처럼 보일 개연성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마리 또한 필자의

메모에서찾을수있다. 율리아피셔가연

주하는차이코프스키의바이올린협주곡,

그리고스티븐코바체비치가연주하는베

토벤의피아노소나타제29번, 무반주남

성 합창단인 겐츠 앙상블이 노래하는 아

일랜드민요<The Oak and the Ash>(채

널 클래식) 등에서 A3NG는 수렴성향이

강하지만 발산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균

형잡힌발성, 정연한대역밸런스등을배

경으로하여, 어떤템포에서도음표하나

하나의 표정을 명료하게 포착해 내는 기

대이상의과도특성과절제력, 그리고어

떤 상황에서도 음악의 각 성부를 흐트러

짐없이, 그리고혼탁함없이깔끔하게연

출해 내는 분석력 등을 유연하게 통합해

내는모습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A3NG가

추구하는 음향의 실체를 한층 분명하게

파악할수있다. 경쾌함을추구하지만경

망스럽지 않고, 화사하지만 야하지 않으

며, 섬세하지만명료함을잃지않고, 유려

하지만 절도를 잃지 않으며, 화사하지만

투명함을 포기하지 않는, 생동감 넘치는

고품격의우아함을추구하는앰프가바로

A3NG라고할수있는것이다. 관점과취

향에따라서는음악그자체의표정을실

상보다 아름답게 재생해 내는 탐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음악그자체의아름다움을즐

기고자한다면, 이만한가격대에서A3NG

만한앰프를찾기어렵다고해도틀린말

은아닐것같다. 

바로이지점에서우리에게모습을드러

낸지채2년도되지않는생소한AVM이

라는브랜드가우리나라의오디오시장에

안착하는데성공한이유를설명할수있

을듯싶다. 가깝게보면독일제앰프는정

확성과냉철함을추구하는까닭에섬세함

과 유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선입견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겠지만, 그보다근본적인이유는 AVM

의기기들이음악그자체의표정을생동

감 넘치는 음향으로 이끌어 내면서 음악

감상의즐거움을만끽하게해준다는데서

찾아야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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