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최근 소식

11 시리즈의
추가
Marantz의 새로운 오디오 애호가급 분리형 하이파이 최상급 시리즈의 첫 번째 

제품은 우아한 디자인의 PM11-S3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이다. 스트리머와 SACD 

플레이어도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데이빗 프라이스(David Price)가 

말했다...

PRICE: £3,599
AVAILABLE: AUGUST
CONTACT: 02-715-9041
WEB: MARANT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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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Fidelity의 신형 M1S DAC(상)과  

EB-50 인-이어형 이어폰(하)은  

모두 이번 가을에...

Marantz의 켄 이시와타는 

이 신형 앰프가 “미래를 

위한 쇼케이스로...

런 뉴스는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신형 

Marantz의 대표급 모델이라는 말을 들으

면 언제나 흥미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드디어 물건이 도착하면, 이 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과 스타일링이 머지않아 동사의 주류 제품에도 서

서히 퍼져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S2가 나온 지 몇 년 지나, 그리고 최초 

버전인 S1이 나온 지 8년도 안 되어서 새로 나온 

PN-11S3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일어나서 보게 된

다. “최신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 및 사고방식”의 

결합체라는 이 제품은 새로운 Marantz HDAM-

SA 버퍼를 자랑한다. Marantz의 주장에 따르면, 

이 버퍼는 수많은 경쟁제품의 내부회로에 증폭기

로 사용된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 디스크리트 칩을 

사용해서 만든 동사의 독자적인 맞춤형 신호 증폭

기이다.

이 3-스테이지 내부 장치는 프리앰프와 듀얼 스

테이지 메인 앰프, 그리고 별도의 포노 스테이지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신호의 순도를 최대한 유지

하기 위해 새시도 리어 패널과 마찬가지로 순동으

로 도금하여 모든 지점에서 낮은 임피던스 접지 퍼

텐셜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이 회로부는 가능한 

한 최단의 신호 경로를 가진 대칭형 구조이다. 또

한 고급, 고순도 특수 순동으로 만든 스피커 터미

널과 파워 앰프용 신형 직결단자도 장착되어 있다. 

전기는 아주 작은 차폐형 토로이덜 트랜스포머로

부터 공급된다. 출력은 8 ohm에서 2x100W, 그리

고 4 ohm에서 2x200W로 표시되어있다.

Marantz의 켄 이시와타(健 石渡)는 이 신형 앰

프가 “미래를 위한 쇼케이스로... 그야말로 최상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제 3세대에 해당하

는... (이 제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묘한...”라고 

말했다.

3,599파운드짜리 이 새로운 PM-113S는 검정

색과 황금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금년 후반기

에는 이 앰프와 매칭되는 SA-11S3 SACD 플레이

어가 뒤이어 나올 것이며 - 재미 있게도 - 하이엔

드 네트워크 뮤직 스트리머는 NA-11S1이라는 이

름이라고 한다.

이
들리는 얘기인즉슨...
MUSICAL FIDELITY는 금년 가을에 재미 있

는 제품 두 가지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는 인-이어형 이어폰으로 금년 9월에 출

시된다. EB-50은 “특정 Musical Fidelity 제

품에서만 볼 수 있는 날렵한 감각과 음악성을 

지닌 진짜 스튜디오 모니터급 음질을 제공한

다”. 이 이어폰은 수년 동안 자체적으로 개발

해온 맞춤형 제품으로 공진이 발생하지 않는 

군용규격의 알루미늄 바디를 자랑한다.

이 소재 사용에 따라 자같이 고른 주파수 응

답성, 낮은 디스토션 및 고감도(100dB 영역

에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후자는 EB-50

을 연결해서 사용할지도 모르는 휴대용 기기

에 내장된 헤드폰 출력 스테이지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특히 중요할 것이다. 또한 동사의 

설명에 따르면 고감도라는 특성은 시스템의 

관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제

품은 완벽한 착용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개의 

이어팁이 함께 공급되며 노이즈 차단은 26dB 

이상이라고 한다.

다른 또 한 가지 신제품은 11월에 출시 예

정인 M1S DAC이다. 이 제품은 디지털/아날

로그 프리앰프, DAC, 헤드폰 앰프 및 아날로

그-디지털 컨버터를 일체화한 기기로 블루투

스 apt-X와 최대 192kHz의 비동기식 USB로 

마무리했다. “이 제품은 다용도, 만능형 제품”

이라는 MF의 설명이다. M1 DAC를 기반으로 

해서 기능성을 추가한 제품으로 두 개의 아날

로그 입력단자와 네 개의 디지털 입력단자(코

액셜, 전기신호용 및 AES/EBU 밸런스 단자

가 장착되어있다. 모든 디지털 입력신호는 리

클라킹되며 최대 24비트/192kHz까지 비동

기식으로 업샘플링할 수 있다. 또한 헤드폰 스

테이지는 최대 2W 출력을 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헤드폰이라도 구동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www.musicalfidelity.com을 클릭해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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