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ture Studio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정확한 소리를 듣기 위해 만
들어진 헤드폰은 사용자 층과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개발되었다. 음악 감상 용도의 헤드폰을 비
롯해 무선이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등의 기능성 제
품들도 제작자의 의도나 용도에 맞게 해당 사용자 층
에 맞도록 개성적인 소리를 낼 수 있게 설계한다. 그
러나 가격대와 유저 층을 떠나 소리 자체의 정확한
전달에 가장 큰 목적을 가져 최대한 개성을 억제하
는 헤드폰 유형이 있다. 바로 모니터링 헤드폰이다.
이번에 리뷰할 「Signature Studio」는 바로 그런 용도
의 헤드폰이다.
■글 : 김성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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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손(Ultrasone)은 개성 있는 소리의 헤드폰 메이커를 꼽을 때 둘째가라면
서러운 브랜드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성향과 가장 어울리지 않을 제
조사 울트라손이 「Edition」 시리즈보다 가격대는 낮으면서 「Edition」의 성능을 온전
「Studio」 전에 출시됐던
「Signature Pro」

히 담은, 그리고 프로페셔널 유저들을 위한 「Signature」 시
리즈를 출시했다. 울트라손의 전매특허인 ‘S-Logic
Plus’를 품었으며, 보다 원초적인 음향에 집중
한 「Signature」 시리즈는 현재 「DJ」와 「PRO」
가 출시되어 평단과 유저들의 좋은 평
을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Signature Studio」는 바로 「Signature」
시리즈의 새로운 헤드폰이다. 「Studio」
는 보다 정확하고 아름답고 가볍다.
까탈스러운 필자에게 오래간만에 불
평할 거리보다 호평할 거리가 많은
헤드폰을 만났다.

「Signature Studio」는
「Signature Pro」에 비해 가격
이 많이 착해졌다

독일의 자부심 강한 헤드폰 브랜드 ‘Ultrasone’
최근 발생한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신뢰도에 금이 가긴 했지만 ‘Made in Germany’라
는 문구는 수십 년 동안 신뢰의 상징으로 통하고 있다. 독일에서 만들면 1회용 라이터도
명품이라는 말은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자동차, 맥주 그리고 헤드폰을 좋아한다면 부정
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울트라손은 이런 독일의 브랜드이자 핸드메이드를 앞세워 헤드
폰만(해외에서는 이어폰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없고 모두 헤드폰이라 부른다)을 꾸준
히 개발하고 있는 브랜드다.
울트라손의 제조 성향은 다른 곳과 차별화된다.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하면서도 독
특한 음색을 유지해왔다. ‘S-Logic’이라고 부르는 독자적인 테크놀로지를 통해 완성시킨
‘울트라손만의 음색’은 독특한 공간감을 형성하며 마니아층을 형성하는데 일등 공신으
로 작용했고, 울트라손을 아는 사용자라면 ‘S-Logic’이 자아내는 독특한 소리에, 즉 넓은
대역 표현과 톡 쏘는 고음, 풍부한 저음을 통해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끼곤 한다.
울트라손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라인업이자 고가의 가격대를 자랑하고 있는 「Edition」
시리즈는 원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 이런 개성을 극도로 살려 마니아층을 형
성한 특이한 제품이다. 대중들 사이에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명품 헤드폰을 꼽을 때
언제나 순위에 드는 「Edition」 시리즈는 출시 자체만으로도 주목을 불러일으키는 몇 되

울트라손의 제조 성향은
다른 곳과 차별화된다.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하면서도
독특한 음색을 유지해왔다.
‘S-Logic’이 자아내는
독특한 소리에,
즉 넓은 대역 표현과 톡 쏘는 고음,
풍부한 저음을 통해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끼곤 한다.

지 않는 헤드폰 시리즈다. 「Signature Studio」는 이런 「Edition」 시리즈의 사운드 시그니쳐
를 담은 프로페셔널 대상 제품으로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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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시그니쳐’(Signature)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는 ‘사인’이란 말의 원래 단어다. 도장을 대신해
자신이 직접 서명했음을 알리는 ‘사인’은 카드결제가 널리 쓰이는 요즘에 누가 해도 상관없을 행위로 사
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특징’이나 ‘개성’ 혹은 ‘구조’라는 뜻으로 쓰일 만큼 반드시 본인만의 개성을 담아
서 행해야 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시그니쳐’의 신제품인 「Studio」가 출시됐다는 소식을 들은 필자는 울트라손의 시
그니쳐 사운드를 담아 엄청나게 개성 있는 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Signature Studio」는 의
외로 담백하고 스튜디오 모니터링에 맞는 특징만을 가지고 출시됐다. 뒤통수가 얼얼하다.

‘Signature’라는 은색 플레이트가 멋지다

스튜디오 사용을 목적으로 한 제품이라
6.5mm 스테레오 컬 케이블이 기본으로 동
봉되고, 일반 사용자를 위해서도 3.5mm 스
테레오 미니 케이블이 함께 포함됐다

「Studio」에는 ‘S-Logic plus’가 적용됐다

추가 패드와 구성품
사실 헤드폰의 구성품은 뻔하다. 본체와 케이블, 파우치면 충분하다. 그런 의미에서 「Studio」는 충
분히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시그니쳐 메탈 플레이트와 양각 인쇄를 더한 멋진 하드 파우치에 길
이가 긴 코일 케이블과 짧은 스트레이트 케이블을 함께 담아 용도에 맞게 케이블을 교체해가며 사
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Studio」 구성품의 백미는 케이블이 아닌 패드에 있다.
구조상 유분 성분이 진하게 흐르는 피부에 닿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패드는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는다. 더불어 오랜 시간 스튜디오 환경에서 사용할 제품이면 내구성은 필수. 추가 패드는 서비스
가 아닌 필수적인 구성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놓치지 않고 추가 패드를 포함한 부분은 칭찬할 만
하다. 하지만, 추가 패드를 넣은 것이 굳이 칭찬할 부분이 아님을 시간이 흐른 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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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제품에서 추가 패드는 사실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가벼운 착용감, 목적에 충실한 디자인
「Studio」는 290g의 무게로 착용감이 매우 가볍다. 오랜 시간 착용을 염두에 둔 듯
두터운 헤드 밴드와 부드러운 패드가 좋은 착용감에 한 몫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
급했듯, 이 부드러운 패드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착용하기에 좋지만 사
용하다보면 패드가 굳어버려 교체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Studio」 역시 마찬가지다.
「Studio」의 추가 패드는 서비스가 아니라 케이블 같은 필수품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울트라손 헤드폰은 특유의 시그니쳐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Studio」도 당
연히 그런 흐름을 이어받고 있다. 하우징 플레이트 디자인을 달리하고 헤드 밴드를
두텁게 함으로써 변화를 준 「Studio」는 가격대를 생각하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디
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 사용을 염두에 둔 헤드폰
과 비교했을 때고, 스튜디오 사용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들은 디테
일한 디자인보다 내구성과 장시간 사용에 적합한 디자인을 갖추는 것이 목적에 더 알
맞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기존 외형에 약간의 변화를 준 「Studio」는 만족할 만한 수준
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울트라손 헤드폰 디자인의 진짜 매력은 패드가 아닌 스피커 부분에 있다. 투
박한 메탈 플레이트에 펼쳐진 울트라손만의 40mm 구경 티타늄 드라이버가 만들어내
는 소리를 정교하게 나눠놓은 3way 스피커 디자인은 투박함을 넘어서 감동적이다. 그
리고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더욱 감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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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와 과장, 그 사이의 절묘한 밸런스
「Studio」의 소리 성향은 밸런스 타입으로 ‘S-Logic plus’의 느낌은 가지고 있지
만 과장되어있지 않다. 소리의 해상력에 도움을 줄 뿐 표현적으로는 절제하는 모
습을 보여주며 특유의 과장된 저음이나 고음이 없는 편이다. 세밀하고 톡 쏘는 고
음 대신에 풍부한 고음역대의 시원한 분위기를 탑재했고, 저음의 양감보다는 디
테일을 살렸다.
기존의 울트라손 제품들은 고음역대와 저음역대에 후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
었다. 물론 다른 음역대의 해상력에도 소홀하지는 않으나 풍부한 V자 표현력에
‘S-Logic’의 공간감 표현을 더한 특성이 울트라손 제품의 장점이자 개성임은 누구
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Studio」는 다르다. 울트라손 제품이라 하기엔

「Studio」의 소리 성향은
밸런스 타입으로 세밀하고
톡 쏘는 고음 대신에
풍부한 고음역대의
시원한 분위기를 탑재했고,
저음의 양감보다는
디테일을 살렸다.

절제되어 있고, 모니터링 제품이라 하기엔 표현이 아주 풍부하다. 좋은 연설가는
담담하게 이야기해도 그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부분을
절제하면서도 디테일을 전한다. 더불어 출력이 도와줘야 제대로 된 성능을 느낄
수 있는 울트라손의 제품들에 비하면 구동도 쉬운 편이라 디바이스를 가리지 않
고 고음질의 소리를 재생한다.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니다. 밝은 분위기와 박력으로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좋은 조건이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음악을 듣기에는 너무 담담하고 담백하다. 스
트레스를 해소하는 느낌보다는 음악 자체를 감상하기 위해 듣는 헤드폰이다. 그
리고 중음역대가 모이기보다 밖으로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랜 시간 듣기
에 좋지만, 소리에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모니터링 용도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
는다.

거칠게 사용하기 때문에 스튜디오용 제품은 내구성이 필수.
힌지가 매우 튼튼해보인다

케이블은 착탈식이며, 왼쪽 하우징에 연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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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장식은 「Pro」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좋은 헤드폰, 그러나 대중적일지는…
필자는 헤드폰을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 좋은 헤드폰을
접하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헤드폰에 대해서는 평가가 박하다. 더불어 담백한 소
리를 들려주는 모니터링 성향의 헤드폰을 좋아하는 편이라 일반적인 울트라손 헤드폰에
대해서는 더욱 박하다. 물론 그 개성과 소리를 표현하는 성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개성
적인 부분이 너무 강해 거부감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Studio」는 달랐다. 근 2년간 들어본 헤드폰 중에 가장 담백하고 소리 표현에 있
어 절묘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헤드폰이라고 평하고 싶다. 첫 감상부터 담백한 사운드
로 귀를 사로잡았고, 리뷰 제품을 반납하는 날이 아쉬운 헤드폰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
러나 이런 성향이 다수의 유저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이
다. 뭔가 뚜렷한 개성이 있고, 특성이 확 느껴지는 헤드폰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Studio」의
제품 문의 _ 오드 오디오(02-512-4091)
리뷰 제품 가격 _ 미정

소리를 심심하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울트라손의 반전매력을 알고 싶은 팬이나, 공
감하고 싶은 유저라면 꼭 들어보라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음악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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