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꿈꾸는 브랜드가 있다. 아마 헤드폰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울트라손을 꼽을 것이다. 울트라손이 모바일 환경
에 최적화한 「Edition M」의 개선판인 「Edition M Plus」를 선보였
다. 모바일 환경의 최적화를 유지한 채 유닛과 드라이버를 키웠
다. 누군가의 워너비 아이템인 Edition 시리즈다운 미학 역시 여
전하다.
■글 : IT칼럼니스트 한만혁

경에서 누리는 Edition 시리즈
모바일 환

Edition M Plus
Black 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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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빠지면 꼭 소유하고 싶은 브랜드

울트라손은 지난 2015년 말에 「Edition M」을 선보였다. 이전까지의 「Edition」 시

가 생긴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리즈에는 숫자가 붙었지만 이 제품에는 알파벳이 들어갔다. 다양한 소비자의 요

면 죽기 전에 꼭 한번 타보고 싶은 드림

청으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것이다. 울트라손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온이어

카가 있을 것이고,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

방식을 채택했으며 저음의 비중을 높였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Edition M」

이라면 자신의 스타일을 한껏 빛낼 수 있

의 개선판 모델인 「Edition M Plus」다. 참고로 리뷰는 「Edition M Plus」의 배리에이

는 명품 브랜드에 열광할 것이다. 헤드폰

션 버전인 「Edition M Plus Black Pearl」로 진행했다.

도 마찬가지다.
헤드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음
왼쪽이 「Edition M Plus Black
Pearl」, 오른쪽이 「Edition M Plus」
이다.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악적 취향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누구에
게나 뽐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동경한
다. 개인적으로는 울트라손(Ultrasone)이
그렇다. 특히 「Edition」 시리즈는 품격 있
는 디자인과 프리미엄에 걸맞은 기술력,
깨끗하면서도 단단한 사운드가 마음을
사로잡는다. 전시회마다 빼놓지 않고 청
음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만큼 선망의
대상으로 꼽기에 충분한 헤드폰이다.

역사는 짧지만 독보적인 울트라손
울트라손은 지난 1990년, 독일 남부 빌렌바흐(Wielenbach)에 있는 작은 공방에서 태어났다. 이듬해인 1991년 자사 첫 헤드폰을
출시했으며 오디오 전문가를 위한 제품을 주로 생산했다. 2000년에 들어선 후 지금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4년 울트라손
을 프리미엄 헤드폰 제조사 반열에 올린 「Edition」 시리즈를 처음 선보였다. 드디어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늘리기 시작한 것이
다. 「Edition 7」을 선보인 이후 「10」, 「8」, 「5」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다.
울트라손은 젠하이저나 베이어다이나믹처럼 긴 역사를 지닌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직 유선 헤드폰만 파고 있는데다 까다로
운 공법을 고집하고 있다. 오죽하면 지금도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S-Logic’이나 ‘ULE’(Ultra Low Emission), ‘MU-metal’
같은 독자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이 덕분에 마니아층이 형성될 정도의 인지도를 갖췄다. 프리미엄 헤드폰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
는 이름이 된 건 당연지사. 지금은 「프로」, 「HFI」, 「DJ」, 「시그니처」 등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으며 약 5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2004년에 999대 한정으로 출시된 「Edition 7」. 이후 다양한 「Edition」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사진 출처 : http://www.audiounion.jp)

그리고 작년에 「Edition 7」을 기념하기 위해 출시된 「Tribute 7」. 「Edition 7」을 기리기 위한
제품이라 디자인 콘셉트가 많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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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에 가볍기까지 해서 휴대가
편리한 소프트 케이스

그리 만족스럽지는
못한 구성품

모바일 환경에 맞춘 「Edition M Plus」
「Edition M Plus」는 울트라손이 가장 최근에 선보인 「Edition」 시리즈다. 이름에서 알 수

헤드폰 본체는 역시나 울트라손 제품답게 고급스

있듯이 「Edition M」의 개선판인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기본 특성과 「Edition」 시리즈만

럽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기존 「Edition」 시리즈와 비

의 고급스러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성능을 강화했다.

슷한 톤이며 양쪽 유닛은 「Edition M」보다 커졌다. 게
다가 온이어가 아닌 오버 이어 타입. 겉으로 보기에

우선 패키지부터 보자. 「Edition M」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종이로 된 박스를 열면 제품이

「Edition M」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물론 「Edition M

들어 있는 케이스가 나온다. 박스가 좀 과하게 큰 편이다. 다행히 빈 곳을 스펀지로 채워 본

Plus」 역시 모바일 환경에 맞췄기 때문에 적당히 귀를

체가 흔들릴 염려는 없다. 플래그십 라인업이라는 점과 가격을 생각하면 꽤 단출한 편이다.

덮을 정도다. 물론 밀폐형 타입이다.

허전한 느낌까지 들 정도라 패키지가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어 컵은 루테늄(ruthenium) 코팅을 입혔으며 고

박스를 열면 소프트 케이스가 나온다. 「Edition M」 때와 같이 이번에도 팰트 재질로 만

광택으로 처리했다. 반사각에 따라 다른 색깔을 내니

들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거친 느낌이 나름대로 독특하다. 최소한 어디 들고 다

신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다. 「Black Pearl」 버전

녀도 부끄럽지 않은 디자인이다. 게다가 소프트 케이스라 가볍기까지. 모바일 환경에 충

에서는 내구성과 고급감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실한 「Edition M」의 태생을 감안하면 딱 맞는 조합이다. 다만 금방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이온 도금 기법을 적용한 PVD 코팅을 적용했다. 땀이

라 조금 불안하지만, 다행히도 이동할 때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게다

나 염분에 잘 벗겨지지 않아 지금 같은 외관을 오래도

가 방수 처리까지 했다고 울트라손은 설명하고 있다. 그래도 최소한 충격에는 신경을 써

록 유지할 수 있다. 이어 컵 한가운데에는 울트라손의

야겠다.

영문명을 새겼다.

이어 패드는 오버 이어 타입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커졌다

에티오피아산 양가죽
과 ‘S-logic Plus’는 울
트라손의 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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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컵은 상하좌우로 약간씩 움직이도록 유격을 두었다. 덕분에 안정감 있
게 밀착하면서도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헤드 밴드가 연결된 부분에
는 보호재를 넣어 내구성을 높였다. 헤드 밴드와 이어 패드에는 에티오피아산
양가죽을 넣었다. 「Edition」 시리즈만의 특권이다. 유연하고 흡습성과 보습성이
탁월하며, 편안한 착용감 역시 장점. 부드러운 감촉은 덤이다.
헤드 밴드는 스프링 스틸로 만들었다. 장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내구성이 높
고 안정감 있게 머리를 감싼다. 물론 양가죽이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
다. 양가죽으로 감싼 곳의 끝부분에는 메탈을 박고 ‘S-로직 플러스’의 로고를
새겼다. 그 아래는 바깥쪽으로 벌어지도록 휘었다. 덕분에 헤드 밴드가 머리를
조이지 않으면서 머리부터 귀까지 적당하게 밀착한다.
유닛 안에는 티타늄 코팅된 40mm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들어 있
다. 「Edition M」 시리즈에는 30mm 구경의 드라이버가 탑재됐지만,

「Black Pearl」버전에서는
내구성과 고급감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이온 도금 기법을 적용한
PVD 코팅을 적용했다.
땀이나 염분에
잘 벗겨지지 않아
지금 같은 외관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

「Edition M Plus」 시리즈는 40mm 구경의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
다. 사양도 변했다. 임피던스가 30Ω으로 10Ω정도 줄었다. 재생
주파수는 10~38,000Hz였던 것이 7~39,000Hz로 더 넓어졌다.
99dB였던 음압 레벨은 96dB로 낮아졌다.
케이블은 이번에도 착탈식이며 무산소동(OFC)으로 만들
었다. 일반 헤드폰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울트라손은 MMCX
규격을 이용한다. 3.5mm 단자는 L 타입으로 금도금 처리했
다. 길이는 1.2m. 케이블은 한 개만 들어 있다. 다른 케이블을
원하면 따로 구입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에 최적화한 만큼 오
른쪽에 원 버튼 리모컨을 달았다. 볼륨 조절은 안 되지만 iOS
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모두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울트라손의 독자 기술 적용
「Edition M Plus」 역시 「Edition」 시리즈답게 울트라손의 독자 기술을 빼놓지 않았다. 울트라손 특유의 입체적
인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 ‘S-logic Plus’를 적용했다. ‘S-logic’이란 헤드폰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울트
라손의 특허 기술이다.
사람은 외이를 통해 소리가 발생하는 지점의 거리와 방향을 인지한다. 쉽게 말해 외이를 이용해야 자연스러
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헤드폰은 드라이버가 귀를 마주 보도록 배치해 사운드를
고막에 직접 쏜다. 이로 인해 머릿속에서 정위가 이루어지므로 입체감을 느끼기 힘들다.
하지만 울트라손은 드라이버, 버퍼 보드, 공간 매개 변수를 최적의 방식으로 보완하도록 설계해 외이에 사운
드를 반사시킨다. 덕분에 인위적인 사운드 처리나 시차, 크로스오버 실행 지연 같은 기술 없이 자연스러운 공간
감을 느낄 수 있다. 헤드폰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스피커로 듣는 것처럼 개방적인 공간감을 재현하는 것, 이것
이 바로 울트라손의 ‘S-logi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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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gic’은 반사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막에 가해지는 압력을
40% 정도, 즉 3~4dB 정도 줄일 수 있다. 귀에 가하는 부담을 줄여
청력 손상의 위험도 낮추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셈이다. 「Edition
M Plus」에 적용된 ‘S-logic Plus’는 공간 매개 변수나 버퍼 보드, 드라
이버 각도 등의 개선을 통해 ‘S-logic’을 한 단계 끌어올린 기술이다.
물론 최근에는 이를 더 개선한 ‘S-logic EX’도 등장했지만, 아무래도
「Edition M Plus」는 「Edition」 시리즈 중에서는 가격이 비싸지 않은 편
이기 때문에 ‘S-logic Plus’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Edition M Plus」에 적용된 울트라손의 두 번째 독자 기술은
‘ULE’다. 대부분의 헤드폰 드라이버가 전기 신호를 사운드 신호로
바꾸면서 평균 1,000nT 이상의 저주파 자기장을 방출하는데, 이는
PC 모니터에서 권장되는 것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울트
라손은 ULE 기술을 이용해 이를 90nT 미만으로 낮췄다. 최대 98%
까지 차단하는 것이다.
ULE 기술의 핵심은 ‘mu-metal’(뮤메탈)이다. 니켈과 철, 구리의
합금으로 자기장이 방출되면 자성을 띄면서 자기장을 상쇄시킨다.
물론 음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울트라손은 뮤메탈을 드라이
버 주위에 둘러 전자파를 차단한다. 원래는 헤드폰을 오래 사용하
는 전문가를 위해 만든 기술인데, 소비자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적용

‘S-logic’과 관련된 머리 전달 함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소리를 듣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종합해서 수학적 함
수로 표시하는 것이 머리 전달 함수(HRTF)다

범위를 넓혔다. 지금은 대부분의 울트라손 헤드폰에 적용되고 있다.

뮤메탈로 만든 호일.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한 재료로 많이 사
용된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잠수함 외벽을 뮤메탈로 둘렀다고 한다

명불허전의 사운드
「Edition M Plus」는 모바일 환경에 맞췄지만 그래도 역시 「Edition」 시리즈
다. 「Edition」 시리즈다운 사운드를 뽑아낸다는 말이다. 게다가 드라이버를 키
운 만큼 사운드 성향도 한층 강화됐다. 단단하고 풍부한 저음, 부드럽고 매력
적인 미드레인지, 깨끗한 고음으로 청음자의 귀를 즐겁게 한다.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공간감이다. 고해상도 음원 플레이어에 미치지 못
하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연결해도 커다란 스테이지를 열어줄 정도다.
‘S-logic Plus’ 덕에 생동감 있고 널찍한 공간감을 체험할 수 있다.
장르를 가리지도 않는다. 넓은 공간에 자리 잡은 악기와 보컬이 입체적인
제품 문의 _ 오드 오디오(02-512-4091)
리뷰 제품 가격 _ 1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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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를 낸다. 음악이 끝났을 때는 잔향을 이어가는 여유로움도 느낄 수 있
다. 아델의 <Hello> 같은 곡에서는 음악의 감동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마
지막 음의 잔향을 깊숙한 곳까지 이어간다.

모바일에 주안점을 둔만큼 저음이 강하다. 물론 이전에 내놨
던 「Edition」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다. 저음이 많다고는
하지만 무턱대고 저음역을 키운 건 아니다. 곡에 따라 강하기도 하
고 단단하게 받쳐주기도 한다. 두꺼운 저음이 넓은 공간에 흩어져
입체감을 배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덕분에 사운드의 깊이가 다르다. 템
포가 빠른 곡도 거뜬하다. 단단한 어택을 놓침 없이 구현한다. 브라운아
이드소울 <Brown Eyed Soul> 앨범의 풍부한 브라스 밴드 사운드를 즐기기
에 부족함이 없다.
세밀한 보컬의 표현력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데미안 라이스의 <It
takes a lot to know a man>의 빗소리를 이렇게 감성적으로 잘 표현했
던 헤드폰이 또 있었나 싶다. 물론 악기보다 앞쪽에 그려내는
보컬의 선명함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입체감
이 한껏 살아난다.
전반적으로 높은 해상도를 느낄 수 있다. 가림막 없이 청명
한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이랄까. 날카롭지는 않지만 세밀한 고음
은 청량한 음색에 한 몫 한다. 오랜 시간 들어도 피로도가 덜하다.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하는 이어 패드와 적당한 장력의 헤드 밴드 덕에 차음성도 충분하다. 단, 「Edition
M Plus」를 이용할 때는 음원을 신경 써야 한다. 디테일한 표현력에 음원이 가진 능력치가 고스란히 드러
나기 때문이다.
울트라손이 선보인 「Edition M Plus Black Pearl」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했지만 디자인과 착용감, 사운
드 등 모든 면에서 울트라손 「Edition」 시리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고스란히 담았다. 게다가 ‘S-logic
Plus’를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최대한의 사운드를 뽑아낸다. 헤드폰의 제약을 해결하고 입
체감을 살린 것처럼 실제 공간에서의 제약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릴 차례다. 물론
그만큼의 비용은 지불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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