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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덴마크의 케이블 회사는 업계 경력 15년 이상을 자랑하

는 소렌 버트램이라는 한 엔지니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

는 긴 세월을 동안 정확하고 세심한 소재 처리 기술에 대한 많

은 연구를 해왔다. 오랜 세월 다양한 실험과 경험으로 논문이 

아닌 실제 지식을 모으고 소재를 다루는 법에 모든 시간을 투

자해왔다. 

그의 15년 세월이 만들어 준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실은 음

질을 위해서는 소재가 순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균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소재 자체에서 부터 실제 제품

화가 이루어져 완제품으로 등장하기까지 그 균일성이 유지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렌 버트램의 주된 목표와 방향은 프리미엄급 장인

의 작업 기술로 모든 소재의 처리를 완벽히 소화하는 데에 있

다. 이 때문에 덴마크에 있는 버트램 오디오의 아주 작은 공장

에서 모두 수작업으로 일일히 하나하나의 소재 가공과 제품 

제작이 이루어진다. 

버트램 오디오는 대량 생산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최고급 

품질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며 대부분은 거의 99%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마치 사무라이의 검처럼 버트램 케이블에 쓰이는 

은과 동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많고도 많은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오직 음악적인 미묘한 신호들을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

적화된 소재를 얻기 위한 처리 과정을 수차례 거친다. 그래야 

사운드 시스템에서 최대한의 손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케이블 전체에 통과하는 음악적인 정보들의 전달을 개선

하기 위해 버트램 오디오는 최종 단자 처리에도 자사만의 독

특한 레이저 용접으로 접점 처리를 하여 앞서 언급했던 고순

도 전송의 시그널 패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전제품

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고급스런 작업으로 옵션으

로 제공된다. 

버트램의 Proxima 라인업의 모든 오디오 케이블들은 전문

적인 오디오파일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어 오디오 케

이블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들려준다고 하는데 사

실상 버트램의 고급 라인업이자 간판 모델이다. 

ProXima 제품군은 오랜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된 제품들

로 고순도의 소재 가공을 시작으로 최종 단자 처리에 레이저 

용접을 사용하여 가장 정확한 신호 전송 라인을 얻을 수 있도

록 했다. 도체는 보호를 위한 가스층이 감싸고 있어서 도체 산

화로 인한 성능의 열화 가능성을 제거했다. 총 4가닥의 두꺼

운 도체를 꼬아 하나의 싱글 케이블로 만든 스피커 케이블은 

99.999%의 초고순도 은과 99.95%의 무산도 동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저항 성분은 1000m 당 2옴 정도이며 커패시턴스는 

총 내부 도체 차폐로 인해 거의 0가 된다. 

 버트램 Proxima는 실드된 XLR 또는 RCA 케이블도 가능

한데 은, 동이 제공된다. 

밸런스 잡힌 하이 퍼포먼스 오디오 시스템을 위한 궁극의 

솔루션이 되는 케이블로 저역을 새로운 차원의 한계까지 확장

해주며 중역과 고역도 대폭 넓어진 듯한 와이드레인지의 감각

을 선사한다고 한다. 태인기기에 의해 수입되는 버트램 오디

오 케이블은 이 달 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문의: 태인기기 02 971 8241

22     JUNE 2010   www.hifi123.co.kr

Danish Connection
덴마크 출신의 새로운 케이블이 국내에 론칭된다. 
브랜드 이름은 버트램 오디오(Bertram Audio)



INNOVATION
노틸러스 다이아몬드 트위터는 흡수성 

소재로 채운 테이퍼링 튜브가 후면에 장

착되어 트위터의 폴 피스를 통한 빠져나

오는 후변 방사 음과 진동을 흡수한다. 

800 시리즈 전체에 탑재된 새 트위터 

어셈블리에는 효율을 대폭 높은 4개의 

마그넷을 사용했다. 또한 B&W가 주장

하는 음의 분산 특성을 높였다는 합성 

소재 고무로 하프 롤 서라운드 에지로 

제작되었다. 

“ProXima는  버트램 오디오의 최상위 주력 
라인업으로 고순도 소재와 가스층을 
이용한 인슐레이션 그리고 레이저  용접 
방식의 단자 접합 등 하이엔드적 퀄리티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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