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 장점� 

눈에� 띄는� 디자인�,� 대단
한� 만듦새�,� 상당히� 엔
터테이닝적인� 사운드�,� 
스케일과� 권위감의� 경
이로움�.� 

단점

m

최대의� 즐거움을� 누리
려면� 한껏� 두드려주어
야� 한다�.� 

총평

m

크기와 사운드 모두 큰 
684는 어떤 장르의 음악
이든 즐겁게 들려준다. 

�1마일� 떨어져서� 봐도� �B�&�W� 제품임을� 

알� 수� 있다�.� 의심의� 여지� 없는� 콘지가� 

시선을� 잡아당긴다�.� 

�6�8�4는� �2개의� 노란� �1�6�.�5�c�m� 직조� 케

블라� 콘을� 썼다�.� 하나는� 미드베이스�,� 

다른� 하나는� 우퍼다�.� 트위터는� 뒤로� 

나오는�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 튜브를� 

장착하여� 더� 깨끗하고� 디스토션이� 덜

한� �B�&�W의� 고급� �2�5�m�m� 알루미늄� 트위

터다�.� 캐비닛은� 크고� 단단하여� 친근함

을� 안겨준다�.� 

�B�&�W는� 엔터테이닝적인� 스피커� 제

작으로� 명성을� 쌓아왔고� �6�8�4도� 실망

시키지� 않는다�.� 볼륨을� �1�1시� 넘게� 올

릴� 일이� 없다�.� 그저� 편안히� 앉아서� 

소리에� 몸을� 맡기면� 된다�.� 특히� �<다

크� 나이트�>처럼� 거창한� 음악을� 들으

B&W 684
★★★★★ £700

단돈 ￡700에 이 B&W는 
훌륭한 가치를 선사한다. 
이런 사운드는 따라잡기 
쉽지 않다.

m 장점� 

놀라운� 디테일과� 통찰
력�,� 정교함�,� 내추럴한� 
사운드�,� 훌륭한� 투명도�.

단점

m

감도가� 낮아서� 제대로� 
구동하려면� 앰프의� 힘
이� 필요하다�.� 슈퍼모
델급� 미모는� 타고나지� 
못했다�.� 

총평

m

테스트 제품 중 가장 정
직하며 가장 투명한 스피
커. 듣는 기쁨이 넘치는 
제품이다.

이런� 디자인이� 무식하다고� 느낀다면� 

�A�T�C� �S�C�M�1�1은� 가장� 못난이다�.� 반면에� 

가식적이지� 않은� 것을� 꿰뚫어� 봤다면� 

당신은� 제대로� 본� 것이다�.� 

우리는� �S�C�M�1�1을� 수차례� 테스트했고� 

�2�0�0�7� 어워드에서도� 동� 가격대에서� 최고� 

제품으로� 꼽혔다�.� 심미성은� 전면의� 그라

파이트� 그레이의� 이중� 전면� 배플� 장착과� 

여기에� 커브를� 살린� 것이� 전부지만� 이는� 

사운드의� 이미징을� 살리고� 회절� 현상을� 

줄여준다고� 한다�.� 캐비닛은� 유일한� 밀폐

형으로� 저음� 정확도를� 높여준다�.� 

�2�.�5�c�m� 소프트� 돔� 트위터와� 자사에

서� 나온� 강력한� �1�2�.�5�c�m� 미드베이스를� 

썼다�.� �A�T�C는� 오랫동안� 전면� 교체� 대신� 

내부적� 개량과� 미드베이스의� 개선으로� 

이� 스피커의� 새� 버전을� 완성했다�.� 덕분

에� 엄청난� 대음량도� 소화할� 수� 있다�.� 그

ATC SCM11
★★★★★ £850

GROUP TEST
STEREO SPEAKERS

“열정적인 사운드로부터 절대 
피할 수 없다.”

“SCM11은 가식적으로 최고 
제품인 척하지 않는다.”

102 NOVEMBER 2008 www.whathifi.com

외모에 속지 말자. 이 스피
커는 세련되고 투명한 사
운드를 들려준다.

것이� 전작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A�T�C의� 미드베이스는� 정말� 아름답다�.� 

악기와� 보컬의� 사운드는� 순수하고� 내

추럴하다�.� �D�u�f�f�y의� ‘�E�v�e�r�y� �H�e�a�r�t�b�e�a�t’
과� �A�d�e�l�e의� ‘�H�o�m�e�t�o�w�n� �G�l�o�r�y’에서는� 

마지막� 감정� 한방울까지� 짜내� 눈물이� 

나올� 정도다�.� �<다크� 나이트�>� �O�S�T에서

는� 오케스트라의� 다채로운� 악기� 음색

을� 구분하여� 하나하나의� 음색을� 자연

스럽게� 뽑아낸다�.� 

� 

믿을� 수� 없는� 디테일� 재현
이� 테스트의� 플로어스탠드가� 더� 훌륭한� 

저음� 무게감을� 선사하지만� �A�T�C는� 엄청난� 

디테일로� 응수한다�.� 경이적인� 투명도는� 

잘� 만든� �C�D에서는� 위력을� 발휘한다�.� 다만� 

녹음이� 극악하면� 결과는� 참담하다�.� 하지

만� 그것은� 스피커� 잘못이� 아니다�!� �S�C�M�1�1

은� 가장� 감도가� 낮은� 스피커인� 만큼� 적어

도� 채널당� �1�0�0�w급� 앰프여야� 한다�.� 

이것만� 빼면� �S�C�M�1�1은� 여전히� 당찬� 

스피커이다�.� 이� 정직한� 사운드는� 이� 가

격대의� 다른� 제품들이� 당해낼� 수� 없다�.� 

이� 테스트의� 벤치마크� 존재로서� 나머지

는� 상대적�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면� 열정의� 사운드가� 분출한다�.�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배트맨과� 

조커가� 리스닝� 룸을� 터뜨릴� 듯하다�.� 사

운드트랙은� 스피커의� 놀라운� 스케일과� 

권위감을� 정말로� 제대로� 보여준다�.� 이� 

�B�&�W는� 확실히� 즐거움을� 타고났다�.� 

내추럴하고� 풍부하며� 꽉� 찬� 사운드
사운드스테이지도� 아주� 거대하다�.� �<다크� 

나이트�>의� 오케스트라� 세팅이든� �R�e�d� �H�o�t� 

�C�h�i�l�i� �P�e�p�p�e�r�s의� ‘�D�o�n’�t� �F�o�r�g�e�t� �M�e’� 같은� 록� 

콘서트� 앞자리든� 음악의� 심장부로� 인도

한다�.� 저음의� 울림도� 잊지� 않는다�.� 저음

은� 타이트하고� 무게감과� 깊이까지� 있으

며� 풍부하고� 꽉� 찬� 고역이� 함께� 균형을� 

잡는다�. ‘�H�o�m�e�t�o�w�n� �G�l�o�r�y’의� �A�d�e�l�e� 보컬

은� 내추럴하고� 감정적이며� 함께� 하는� 피

아노는� 텍스처가� 가득하다�.� 스무드하고� 

매끄러운� 중역과� 고역은� 모든� 장르의� 사

운드를� 듣기� 즐겁고� 편안하게� 만든다�.� 

이� 테스트에서� 가장� 싼� 스피커임을� 

감안하면� 환상적인� 가격� 대비� 성능으

로� 동급� 최고의� 음악적� 스릴을� 안겨준

다�.� 그런데� �A�T�C를� 능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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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장점� 

절묘한� 디자인�,� 덜� 공
격적이며� 스무드한� 사
운드�.� 

단점

m

깨끗함�,� 디테일� 그리고� 
다이내믹스의� 부족�,� 통
합에� 실패한� 저역�.� 

총평

m

확실히 달라 보이지만 
iQ70는 음질 면에서 문
제가 남아 있다.

과거� �K�E�F의� �Q� 시리즈는� 별� 다섯� 개를� 

준� 리뷰가� 줄줄이� 사탕이었다�.� 그래서� 

이� �i�Q�7�0의� 낮은� 별점은� 미스테리다�.� 

�K�E�F는� 새기술들을� �i�Q�7�0에� 녹여넣

었다�.� 새� 섀시는� 음의� 분산과� 사실감

을� 돕고� 크로스오버는� 주파수� 간의� 과

도� 특성을� 향상했다�.� 또한� 자사의� 새� 

�D�u�a�l� �C�o�m�p�o�s�i�t�e� �C�o�n�e� 우퍼가� 사용되

었고� ‘�l�a�b�y�r�i�n�t�h’라는� 내부� 댐핑제를� 

추가하여� 더� 빠르고� 타이트한� 저음을� 

낸다고� 한다�.� 이외에도� 새� 받침대를� 

더해� 안정감을� 대폭� 높였다�.� 

�i�Q�7�0의� 특징은� 금방� 눈에� 띈다�.� 테

스트� 제품� 중� 가장� 멋진� 외모는� 놀라

운� �U�n�i�-�Q� 드라이버와� 컴팩트한� 크기� 

그리고� 우아한� 곡선형� 캐비닛� 덕분이

KEF iQ70
★★★★★ £700

m 장점� 

달콤하고� 디테일한� 고
역�,� 훌륭한� 통합�,� 깨끗
하고� 투명한� 표현력�,� 정
확한� 타이밍�.

단점

m

일부� 경쟁� 기기는� 더� 디
테일한� 여유와� 더� 나은� 
저음을� 제공한다�.� 

총평

m

많은 부문에서 재능을 
보여주는 유능한 올라운
더. 단 ATC의 수준을 뛰
어넘지는 못한다.

�B�&�W� �6�8�4보다� 더� 흥분되는� 제품은� 없

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D�y�n�a�u�d�i�o

의� �E�x�c�i�t�e란� 스피커가� 도착했다�.� 이� 북

쉘프는� 가격표를� 설득한� 수� 있을까�?� 

�X�1�6은� 눈길을� 확� 잡아당기지� 않는

다는� 점에서� �A�T�C와� 비슷하다�.� 하지만� 

스무드하게� 만들어졌고� 원목� 마감�(사

진은� 메이플이지만� 다른� 마감도� 있다�)

은� 꽤� 비싸� 보인다�.� 

테스트� 무리� 속에서� 튀어� 보이는� 것

은� 바이와이어링� 제품들� 사이에서� 유일

한� 싱글� 와이어링� 스피커라는� 점이다�.� 

왜�?� �D�y�n�a�u�d�i�o는� 바이와이어링에� 음질

에� 큰� 향상이� 없다는� 업체로� �X�1�6을� 들어

보면� 그런� 주장에� 이의를� 달� 수� 없다�.

�2�.�7�c�m� 소프트� 돔� 트위터는� 거친� 소

리가� 전혀� 없는� 정말� 멋지고� 달콤한� 

고역을� 들려준다�.� �1�8�c�m� 미드베이스

Dynaudio Excite X16 
★★★★★ £890

“드라마는 사라지고 음악과 
걷도는 당신의 마음만 남게 
될 뿐이다.”

“보컬과 악기 주변의 공간감
은 정말 뛰어나다.”

악기들은 숨 쉴  공간이 충
분하여 상쾌한 리스닝을 
안겨준다. 

이 훌륭한 외모의 스피커
가 사운드에서는 이류라
니 아쉬울 따름. 

는� 훌륭한� 기민함을� 들려주어� 두� 드라

이버가� 함께� 하면� 감히� 익사이팅한� 사

운드를� 들려준다고� 할� 수� 있다�.� �<다크� 

나이트�>� �O�S�T� 중� 무자비한� ‘�L�i�k�e� �A� �D�o�g� 
�C�h�a�s�i�n�g� �C�a�r�s’도� 제대로� 소화해낸다�.� 

명료하며� 짜릿한� 사운드는� 끝까지� 한발

짝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며� 정확한� 타

이밍으로� 음악도� 수월하게� 들려준다�.� 

숨� 쉴� 공간이� 느껴지는� 사운드
또한� 개방적이고� 넓은� 사운드스테이지

를� 만든다�.� �<다크� 나이트�>� �O�S�T에서� 오

케스트라의� 각� 섹션을� 핀포인트적으로� 

잡아낸다�.� �K�i�n�g�s� �o�f� �L�e�o�n의� ‘�F�a�n�s’처럼� 

보컬� 위주의� 곡에서는� 보컬과� 악기� 주

위에� 공간감이� 살아난다�.� 숨� 쉴� 여유� 공

간이� 생겨서� 전� 대역에� 걸쳐� 뽑아내는� 

디테일을� 만끽할� 수� 있다�.� 이는� �A�T�C가� 

여전히� 노골적인� 투명도와� 해상도에서

는� 좀더� 극단적이라는� 뜻이다�.� 

이� 스피커의� 크기를� 고려하면� 저음의� 

무게감과� 깊이는� 상당하다�.� �A�T�C는� 낮은� 

저음에서� 좀더� 디테일한� 면을� 들려주는� 

반면� �X�1�6은� 무게감이� 대단하다�.� 이� 겸손한� 

북쉘프는� 확실히� 뛰어난� 성능을� 지녔다�.� 

다�.� 새� �i�Q� 시리즈는� 라이트� 오크와� 월넛� 

마감도� 추가했다�.� 하지만� 새� 받침대는� 

미덥지� 않다�.� 싸구려� 플라스틱� 디자인

으로� 나머지� 스타일링을� 깎아� 먹는다�.

통찰력과� 저음의� 정확도� 부족
�U�n�i�-�Q� 드라이버는� 중역과� 고역을� 멋지

게� 결합하여� 평탄하게� 음을� 분산시켜� 최

소� 테스트의� 다른� 스피커� 이상으로� 넓은� 

사운드스테이지를� 연출한다�.� 

하지만� �U�n�i�-�Q의� 음� 분산�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컬은� 명료함과� 통찰력이� 

부족하다�.� �D�u�f�f�y의� �B�B�C� �L�i�v�e� �L�o�u�n�g�e� 

버전� ‘�E�v�e�r�y� �H�e�a�r�t�b�e�a�t’에서� 그녀의� 보

컬은� 내추럴한� 톤과� 감정의� 선율을� 잃

어버린다�.� 저음도� 문제다�.� 무게감은� 있

으나� 음악적이지� 않다�.� �<다크� 나이트�>� 

�O�S�T� 중� ‘�L�i�k�e� �a� �D�o�g� �C�h�a�s�i�n�g� �C�a�r�s�,에서� 

�K�E�F는� 힘없이� 걸어갈� 뿐이다�.� 이� 트랙

의� 드라마는� 사라지고� 음악과� 걷도는� 

당신의� 마음만� 남게� 될� 뿐이다�.� 

�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망감

도� 클지� 모른다�.� �A�T�C는� 걱정하지� 않

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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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장점� 

훌륭한� 만듦새�,� 인상적
인� 저역� 무게감과� 깊이
감�,� 권위적인� 사운드�.� 

단점

m

고역의� 강성과� 밝기�,� 매
칭� 앰프와� 플레이어에� 
주의하라�.� 

총평

m

비싸지만 Tannoy는 노
련하게 맞추어 놓은 밸런
스로 가격표에 걸맞는 사
운드를 들려준다.

거인데� 드럼은� 강력하고� 드라마틱하여� 

빠져들기도� 전에� 정신을� 못� 차리게� 한

다�.� 과장된� 저음� 없이� 주목할� 만한� 깊이

감을� 선사한다�.� 인상적인� 것은� 이런� 상

황에서도� 응집력을� 잃지� 않는다�.� 헤픈� 

저음으로� 균형을� 잃는� 일이� 절대� 없다�.� 

훌륭한� 시청� 위치
중고역으로� 가면� �T�a�n�n�o�y의� 전매� 특허

인� �D�u�a�l� �C�o�n�c�e�n�t�r�i�c� 드라이버가� 위력을� 

발휘한다�.� 드라이버의� 발음� 시점을� 일

치시켜� 더� 훌륭한� 시청� 위치를� 제공한

다�.� 보컬은� 확실하게� 전달되며� 명료하

고� 직선적이다�.� 특히� �K�i�n�g�s� �O�f� �L�e�o�n의� 

‘�F�a�n�s’� 같은� 스튜디오� 녹음에서� 대단히� 

설득력� 있고� 파워풀한� 성능을� 뽐낸다�.� 

�D�C�6�T는� 리드� 보컬과� 드럼의� 펀치를� 생

생하게� 재현하는� 데도� 거침없고� 고역은� 

칼� 같으며� 간결하다�.� 이� 때문에� 지나친� 

자신감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밝은� 음색

의� 기기와는� 매칭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된� �D�C�6�T를� 들어보려면� 긴� 시

간이� 필요하지만� 제� 소리를� 내는� �D�C�6�T

라면� 푹� 빠져들� 것이다�.

박스에서� 꺼내자마자� 들으면� 도대

체� 소리가� 왜� 이런지� 용서가� 안� 된다�.� 

�D�C�6�T는� 긴� 에이징을� 거쳐야� 기다린� 

보람을� 맛보게� 해준다�.� 커브형� 캐비

닛�,� 매력적인� 원목� 마감� 같은� 특징들

도� 감탄할� 만하다�.� 뒷면을� 보면� 바이

와이어링� 단자� 외에� ‘어스’� 기능의� 다

섯� 번째� 단자가� 있는데� 이를� 앰프와� 

연결하면� 드라이버를� 보호하는� 덕분

에� 더� 깨끗하고� 디테일한� 소리로� 음질

을� 향상시켜준다고� 한다�.� 

에이징� 후�,� 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저음의� 깊이감에� 깜짝� 놀란다�.� 테스트

에서� 이만큼� 깊게� 내려가는� 스피커는� 

없다�.� �<다크� 나이트�>� 중� ‘�L�i�k�e� �A� �D�o�g� 
�C�h�a�s�i�n�g� �C�a�r�s’의� 막바지가� 확실한� 증

Tannoy Revolution Siganture DC6T 
★★★★★ £1000

m 장점� 

생생한� 사운드�,� 훌륭한� 
다이내믹스�,� 빠르고� 명
료한� 재생�.

단점

m

밝은� 음색의� 앰프나� 플
레이어는� 피해야� 한다�.� 

총평

m

이 재능 넘치는 스피커
는 매력적인 외모와 역
동적인 올라운드 능력
을 자랑한다. 꼭 들어봐
야 한다.

친다�.� 음색은� 밝지� 않으며� 다른� 주파수� 

대역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여유있는� 파워
이런� 명료한� 소리는� 다른� 대역으로도� 

이어지며� 중역과� 저역은� 기민하고� 리

드믹하다�.� �K�i�n�g�s� �o�f� �L�e�o�n의� ‘�F�a�n�s’에서� 

보컬과� 악기들은� 뉴트럴하며� 다채롭고� 

정력적이며� 열정이� 느껴진다�.� 

저음은� 파워와� 무게감이� 좋지만� 압

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M�e�z�z�o� �6는� 대

단히� 음악적이라서� 다이내믹한� 사운드

는� �<다크나이트�>� �O�S�T도� 즐겁게� 들려준

다�.� 끊임없이� 드라마틱한� 고역과� 무시

무시한� 저음을�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여행에� 빠져들게� 한다�.� 

별� 다섯� 개짜리� 스피커에� 거는� 기대에� 

부흥하듯� 이� 스피커에는� 어떤� 단점도� 없

어�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주의� 사항을� 당

부한다면� 밝은� 음색의� 앰프나� 플레이어

는� 피해야� 한다�.� 그런� 매칭으로� 듣게� 되

면� 지나친� 고역이� 거슬릴� 수� 있다�.� 

�M�e�z�z�o� �6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퇴

색하지� 않을� 스피커다�.� 스릴을� 즐기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다�.� 

�M�e�z�z�o� �6는� 눈을� 떼기� 어렵다�.� 전통

적인� 원목� 마감�(실제로는� 꽤� 괜찮은� 

나무� 합성� 소재�)�,� 그라파이트� 그레이� 

배플�,� 알루미늄� 드라이버는� 세련미와� 

현대성의� 멋진� 조합이다�.� 

커브형� 캐비닛�,� 우아한� 자석� 그릴� 그

리고� 눈을� 사로잡는� 커스텀� 사양의� 단

자� 등� 매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2�.�5�m�m� 트

위터�.� 자사의� 플래그십� �P�e�r�f�o�r�m�a�n�c�e� 

시리즈에� 사용된� �A�s�p�i�r�a�t�e�d� �T�w�e�e�t�e�r� 

�T�e�c�h�n�o�l�o�g�y로� 트위터� 모듈� 상판에� 숨� 

쉴� 구멍을� 뚫어� 트위터가� 한층� 개방감

과� 디테일을� 살린� 소리를� 들려준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확실한� 퍼포먼스로� 

입증된다�.� 고역은� 깨끗하고� 공간감이� 

있어� 대단히� 세밀한� 디테일이� 흘러넘

Mordaunt-Short Mezzo 6 
★★★★★ £800

GROUP TEST
STEREO SPEAKERS

“Tannoy는 저역의 과잉없이
도 주목할 만한 깊이감을 선
사한다.”

“Mezzo 6는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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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되는 고역을 자랑하
는 Mezzo 6는 지루한 녹
음까지도 빛나게 만든다. 

엄청난 수준의 저역의 정
확도 덕분에 녹음에 빠져
들기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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