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란츠 : 60주년 – 음악에 바치는 찬사 
because music matters 

 

올해는 마란츠가 탄생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고 해상도 뉴미디어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켜 줄 플레이어인 새로운 네트워크 플레이어 ‘NA-11S1’을 선보입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고해상도 파일을 

재생할 수 있으며 ‘스튜디오 마스터’급 오디오 품질의 사운드를 여러분의 거실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NA-11S1과 

아울러 오디오 애호가용 무선 스트리밍 스피커인 마란츠 ‘콘솔렛’도 선보입니다. 이들은 마란츠가 쌓아온 60년의 

역사를 대표하는 가장 혁신적인 모델들이 될 것입니다. 한 기업이 어떻게 끊임없이 그 가능성을 쇄신하며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아시아태평양 대표인 김태호 사장은  “마란츠가 내놓은 인쇄물들과 웹사이트 그리고 모든 광고물에는 “because 

music matters’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슬로건이 아니라 마란츠의 중요한 마케팅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설립 당시부터 우리를 이끌어온 마란츠 만의 철학이며 저는 이것이 마란츠를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오디오 솔루션 

기업으로 건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마란츠 

설립자인 Saul B. Marantz가 우연하게 마란츠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 시대에 몇몇 

플레이어 보다 더 좋은 사운드를 내는 레코드를 듣기 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4년여에 걸쳐 그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이퀄라이져 커브가 탑재된 그의 프리 앰프 제품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였으며, 그 작업은 195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거의 모든 일을 했으며 Audio Consolette 으로 불린 프리 엠프는 그것을 

들어본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952년에 100개의 세트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약 

12개월이 지난 후 400세트 이상을 더 만들었으며 제품이 만들어 지기 전에 판매가 예약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가 Model 1 이라고 명명한 Audio Consolette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3년에 마란츠가 

탄생하게 됩니다. 

 

Saul B. Marantz는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을 즐겨 했을 뿐만 아니라 재능이 

있는 음악인으로서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그와 그의 기업을 하이파이 부분에 있어서 월등하게 

한 것 입니다. 그는 라이브 음악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개개인의 뮤지션은 다른 뮤지션과 서로 완벽하게 어울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한 뮤지션이라도 다른 뮤지션과 함께 완벽하게 어울리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는 올바른 뮤지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Saul은 이 원리를 깨달았으며 그는 본능적으로 그의 제품에 있는 



 

 

 

 

각종 부품과 저변 시스템을 이러한 원리에 맞게 셋팅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란츠의 차별성입니다. 마란츠는 음악 

자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단순히 연구실에서 만들어지는 성능 위주의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오디오 솔루션 산업 분야는 지난 60여년간 많은 진보를 이루어냈지만 마란츠의 사명에는 변함이 없다고 김태호 

사장은 말합니다.  “마란츠의 엔지니어들은 그들이 일본인이건 유럽인이건 간에 트랜스포머나 DAC같은 부품들을 

선별할 때 그 자체의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얼마나 다른 부품들과 잘 어울리어 소리를 

만들어내는지에 더 집중합니다. 하이파이 셋트를 개발하는 것은 마치 스포츠팀을 결성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충분한 자금력으로 세계적인 선수들을 모을 수는 있지만 그 팀이 매번 승리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팀 전체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각 선수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성과를 나타내야 하는 

동시에 그는 팀원들이 그들의 성과를 최대로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마란츠 디자인 엔지니어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 마란츠팀은 굉장히 뛰어난 팀웍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건 스포츠에 대한 것이지 전자제품에 대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운드를 측정하는 각종 전자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소리의 척도만을 말해줄 뿐이며, 이는 사진기로 무용수를 촬영하는 것과 같이 순간적인 측정치들을 말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극도로 미세합니다만 무용수의 다이내믹함과 스피드, 리듬감을 표현해주지는 못합니다. 음악 또한 

다이내믹하며 그것의 톤과 볼륨, 핏치와 밀도감은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제품에 대해 일하는 

방향이며 우리는 절대적으로 오리지널 음원을 참고하여 음악적 요소와 지각적 요소를 측정합니다. 그러므로 개개의 

부품들의 특성들을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마란츠 브랜드 대사인 켄 이시와타는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옳은 것이라면 어떻게 마란츠가 단순히 밸브에서 트랜지스터로, 트랜지스터에서 IC로 그리고 

레코드판에서 CD로 CD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로의 진화에서 생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격변에 있어 

어떻게 오히려 더 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키지로 되어 있던 아니건 간에 모든 

소스를 통틀어 마란츠는 주어진 음원 소스에 대해 새로운 부품들이 서로 어우러져 어떻게 최상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가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어떻게 새로운 음원 소스가 기존의 팀에 맞을 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란츠 설립 초기부터 전체적인 음악에 대해 완벽함을 추구해왔으며 기업을 정의하는 요소에 있어 그것을 

재정의하거나 밀어내는 것과 같은 타협점을 두지 않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Saul B 

Marantz의 정신에 영향을 받은 마란츠 디자인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기술적인 탁월함을 영역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탁월함은 어떠한 경로이지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란츠는 아티스트의 원래 의도에 

맞는 음악을 재생함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점진적인 돌파구로 삼아왔습니다. 그것은 마란츠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음악을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전환점들 

마란츠 역사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순간들 중 하나로 레전드 제품이 동시에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Model 7 (프리 

앰프), Model 8 (스테레오 파워 앰프), Model 9 (모노 파워 앰프)가 1958년에 소개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하이파이 품질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1년 동안 벤치 마크 모델로 평가받았으며 Model 7 은 

130,000 개가 팔렸습니다. 1963년에는 입증된 파워와 밸런스가 돋보인 오실로스코프가 내장된 FM 튜너인 Model 

10B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마란츠가 파워풀한 앰프와 리시버로 더욱 약진하게 되었는데 2x 250W / 8 ohm 의 Model 500이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메가 앰프로부터 나오는 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란츠의 쿨링 터널과 특수 열 분산 기술력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42kg SM1000 스테레오 파워 앰프 (2x 400W / 8 ohms)를 포함한 Esotec Series 는 또한 오디오 

애호가들로부터 글래스 알루미늄 샌드위치 섀시를 탑재한 유니크한 TT1000 턴테이블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980년대 초 까지는 Model 2600 2채널 리시버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32kg짜리 제품은 두 개의 채널에 

8ohm의 300와트 RMS 를 자랑하였습니다.  

 

1983년에 CD 포맷이 나오자 일년 이내에 마란츠와 필립스, 소니는 최초로 CD 플레이어를 런칭 했습니다. 그 당시에 

디코더는 단지 14비트 해상도와 4x 오버 샘플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란츠 플레이어는 16비트 해상도를 실현하였고 

CD 스페셜리스트로 좋은 평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985년에 마란츠는 AV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최초로 돌비 서라운드 프로세서를 탑재한 RV-55 

입니다. 세계 최초로 선보인 이 모델로 인하여 전면 스테레오, 정밀한 센터와 서라운드 오디오 채널 덕분에 환상적인 

시네마 사운드를 거실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 스타워즈, 고스트버스터즈, 플래쉬댄스와 

같은 다양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91년에는 최신예 2 비트 A/D와 SAA7350비트 스트림 D/A 컨버터를 활용한 올-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로 AX1000 

오디오 프로세서를 선보였습니다. AX1000은 3개의 밴드 파라메틱 이퀄라이저와 퍼포먼스 홀, 컴프레서/리미터, 디-

노이저, 스퀘어 웨이브/화이트 노이즈/핑크 노이즈 제너레이터, 리얼 타임 애널라이저와 같은 반향적 특성을 

모방하는 사운드 필드 프로세서를 통해 리스닝 룸 내의 사운드 결핍현상을 없애 주는 측정과 보상 기술력을 

탑재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단순히 룸 캘리브레이션과 서라운드 이펙트로 불리지만 1991년도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술력이었으며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에 있어 마란츠의 성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MRAC (Marantz Room 



 

 

 

 

Acoustic Calibration in AV-Receiver)과 프리미엄 네트워크 오디오, CD 플레이어에 적용되는 Marantz Musical 

Mastering 와 같은 기술력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최고의 사운드 재생을 위해서는 디지털 오디오와 

고품질의 DAC, 디지털 필터링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전 모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새로운 CD-63이 개발되었으며 160,000 대 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995년에 최초의 KI Signature 모델이 탄생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뒤 1999년에는 프리미엄 오디오 생산으로부터 얻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초의 오디오 애호가급 5 채널 AV 

리시버인 SR-14가 소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V 품질에 있어서 새로운 벤치마크 대상이 되었으며 수많은 상을 

휩쓸었고 전문 리뷰어의 리스닝 룸에 “one to beat”로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두꺼운 전면 알루미늄과 견고한 

copper foot으로 둘러쌓인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로 5x 140W (8 ohm RMS)가 공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CD 스페셜리스트인 마란츠는 선두주자로서 연구를 거듭해왔으며 Super Audio CD (SA-CD)가 1999년에 

소개되었을 때 SA-1 플레이어를 선보였습니다. 2006년에는 SC-7S1 프리엠프와 MA-9S1 파워 모노 앰프와 함께 하는 

레퍼런스급 플레이어인 SA-7S1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는 마란츠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최초의 프리 앰프가 대부분의 LP 

레코드를 만들었듯이, CD-63이 새로운 CD 품질의 수준을 정의했듯이, 차세대 새로운 미디어에 있어서 NA11-S1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콘솔렛 무선 스트리밍 스피커로 마란츠는 탁월함을 선보입니다. 이러한 60주년 기념 제품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란츠 60주년 마이크로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  

http://www.marantz.co.kr/kr/aboutus/pag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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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란츠에 대하여:  

마란츠는 D+M Group 의 한 브랜드입니다. 마란츠는 설립자인 Saul Bernard Marantz  (뉴욕 태생)가 자신이 아끼는 

레코드를 들을 때 더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모노 LP 를 개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만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1953 년에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지금까지 회사는 품질과 혁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마란츠는 반세기 넘게 끊임없이 마란츠 만의 기술력과 하이파이,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개발해왔습니다. 

이러한 오디오와 비디오에 대한 헌신은 수준급의 탁월한 기술력으로 입증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marantz.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M Group에 관하여 : 

D+M Group은 (Denon®, Marantz®, Boston Acoustics®, Calrec Audio, Denon DJ, Allen & Heath, D+M Professional 

and D+M Premium Sound Solutions) 은 프리미엄 소비자, 자동차, 상업적, 전문적 오디오와 비디오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통해 보다 나은 오디오와 비디오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과 

브랜드명에 있는 트레이드 마크는 D+M Group 소유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dmglobal.com 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D+M 세일즈앤마케팅코리아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7길 9 경남빌딩 7층 

www.marantz.co.kr 

 

http://www.marantz.co.kr/
http://www.dmglob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