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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피커는 전통적인 각진 박스형 스피커로서 등장 당시 파격

적인 기술들과 특별한 내부 구조로 하이엔드 스피커의 한 장

을 열었다. 국내에서는 그 동안 잊혀져 있었지만 본사의 소개에 따

르면 그 동안에도 주문이 들어와 주문 생산 방식으로 꾸준히 판매

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다인오디오에서는 이 25년 전의 명기를 새로운 초하이엔드 시스

템으로 부활시키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2년 전 처음으로 시작

된 이 프로젝트는 25년전의 설계 도면에서 출발하여 25년 동안 진

화된 다인오디오의 기술을 접목시키는 작업을 시도했다. 따라서, 이 

스피커는 오리지널과 흡사한 레트로 풍의 디자인을 유지했지만 유

닛이나 드라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캐비닛 내부 구조는 완전히 새

롭게 바뀌었다. 

외형적인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과 더불어 바뀌지 않은 것

은 덴마크 장인들의 목공 작업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나

무 소재는 훨씬 고급의 선별된 원목들로 교체되었고 소재와 구조적

인 개량으로 자연스럽게 공진을 줄였다. 또한 표면 마감 처리에는 

수 차례의 샌딩과 폴리싱 작업을 반복하여 가격에 걸맞는 고급스러

운 마감으로 완성되었다.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가한 것은 역시 드라이버 유닛들이다. 

1984년 등장한 오리지널 Consequence 이후 다인오디오의 유닛들

은 수차례의 버전 업을 이루었다. 외형적으로는 구작이나 신작이나 

유닛의 차이도 커보이지 않지만 유닛의 구조나 스펙 자체는 20여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총 5개의 유닛으로 대역을 분할하여 재생하는 5웨이 방식의 설계

로 각 대역별 유닛들은 모두 기존 다인오디오 제품들과는 다른 특별

한 퀄리티의 엄선된 유닛들이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으로 

배치한 스피커 유닛들의 장착과 최상부에 장착된 우퍼에 있다. 

드라이버들의 역배치 구조는 시간축 일치를 위한 타임 코히어런

스 구현의 결과물이다. 각각의 드라이버들이 해당 위치에서 쏟아내

는 주파수들은 리스닝 포지션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되도록 설계되

어 있다. 시간축 일치를 위해 5개 드라이버에 대한 시간축 위상 

지연에 대한 보상은 매우 독특한 방법이지만 다인오디오만

이 해내는 특별한 최적화 튜닝에 의해 완벽하게 마

무리 지어졌다. 

맨 위에 탑재된 대형 우퍼는 겉으로는 1개지만 유닛 속에 1개

의 유닛이 추가된, 2개의 우퍼가 역상으로 서로 밀고 당기게 만들

어져 마치 2배 크기의 유닛 1개와 똑같은 성능을 갖는 Compound 

System이다. Linn의 Isobarik과 유사한 기술로서 제한된 유닛 크

기와 캐비닛 구조에서 두 배 이상의 저음을 낼 수 있는 탁월한 장점

이 있다. 다만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그만큼 구동하기가 만만치 

않고 제작 단가가 2배 이상 든다는 것이다. 

Compound System과 함께 저음 향상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Variovent 위상 반전 기술이다. Variovent는 일종의 위상 반전용 포

트와 유사한 장치로 내부 진동을 외부로 빼내 저음을 늘리는 기술이

라는 점은 갖지만 그 음색이 밀폐형에 가까운 특성을 내준다. 그 결

과 더 깨끗하고 빠르며 안정적인 저음 응답 특성을 가져온다. 

한편 트위터도 최신 드라이버로 교체되어 전체 응답 특성이 

30kHz 대역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재생 대역폭의 한계가 넓어졌

다. 이는 블루레이 및 최신예 녹음들을 위한 것으로 파일 스트리밍 

재생 등으로 구현되는 차세대 HD 오디오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25년의 기술 집약체로 완전히 일신한 Consequence Ul-

timate는 듣는 순간, 차원이 다른 사운드를 그대로 체감할 수 있다

고 한다. 거의 사라진 공진의 중저역 퍼포먼스가 스피커 재생의 차

원이 다른 깨끗하고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어준다. 이례적인 수준의 

깊은 초저역을 뽑아내면서도 투명한 음악적 퍼포먼스를 구사하며 

완벽히 제거된 공직 덕분에 타이밍과 정확도는 거의 사실과 같은 음

을 내준다고 한다. 

특히 5개의 유닛이 이루어낸 유기적인 음의 밸런스와 한층 넓어진 

대역폭의 고역 특성은 최신 녹음이나 LP의 재생시 새로운 차원의 음

질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음질을 떠나 음악 자체의 순수함에 빠져

들게 하는 새로운 하이엔드 시스템의 존재감을 맘껏 뽐낸다고.

이 놀라운 덴마크의 거구는 올 가을 전 세계에 발매될 예정이며 

하반기 중에 국내에서 수입될 예정이다. 과연 이름

처럼 음질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의 종지

부될 지 기대가 크다. H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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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open Price 

Key Features  System: 5way speaker  P frequency Response: 17hz-30khz  
P Sensitivity: 85dB  P Long Term Power: >400w  P Bass Principle: Vented 
compound System  P Weight: 114kg  P Size(WxhxD): 430 x1330 x 630mm

ContaCt  Z 02 971 8241   수입원: (주) 태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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