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TRASONE 신제품 3종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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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손의 새로운 도전
독일의 헤드폰 명가 울트라손은 독특한 헤드폰 브랜드다. 높은 기술
력과 장인들의 철저한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완성도 높은 만듦새로
찬사를 받고 있지만, 여간해서는 욕심낼 수 없는 높은 가격대로 인해 대

새롭게
출시된 초소형
헤드폰 앰프 「NAOS」

중화와는 한발 떨어져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을 제외하곤 고집스레 헤드
폰 개발에만 전념하고 있다. 좋게 보면 뚝심 있는 철학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옹고집으로 똘똘 뭉친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 울트라손이 최근 독특한 제품을 동시에 선보였다. 초소형 포
터블 헤드폰 앰프 「NAOS」와 블루투스 어댑터 「SIRIUS」, 기존의 아웃

유선 헤드폰
「Performance」 시리즈를
무선 헤드폰으로 바꿔주는
어댑터 「SIRIUS」

도어용 헤드폰을 기반으로 블루투스 기술을 접목한 무선 헤드폰 「GO
Bluetooth」 등 3종이 그것이다. 울트라손에서 처음으로 블루투스 헤드폰
을 출시했단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헤드폰 앰프와 블루투스 어
댑터까지 선보였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울트라손의 제품군을 좀
더 대중들에게 확장하려는 것은 아닐까?
이번 3종의 신제품 출시만을 근거로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
쨌거나 울트라손의 이런 행보는 헤드폰 유저들에게 반갑기 그지없는 일
이다. 해외에서는 먼저 출시됐고, 국내에서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울트
라손 신제품 3종을 한발 앞서 살펴보자.

「NAOS」의 등장은 스마트폰 유저들에게까지
울트라손 헤드폰의 매력을 전하겠다는
울트라손의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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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유선 헤드폰
「GO」를 블루투스 제품으로
변신시킨 「GO Bluetooth」

초소형 포터블 헤드폰 앰프
「NAOS」
헤드폰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전개해온 울트라손
에 있어 포터블 헤드폰 앰프 「NAOS」는 새로운 도전
이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유저들이 여전히
많은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NAOS」의 등장은 스마
트폰 유저들에게까지 울트라손 헤드폰의 매력을 전
하겠다는 울트라손의 의도로 해석된다.
「NAOS」는 USB 메모리 정도 크기의 바디에 192
kHz/24bit 대응의 고해상도 DAC와 헤드폰 앰프를
내장했다. 동봉되는 USB 케이블은 Lightning을 비
롯해 USB Type-C 까지 총 4종. 다양한 케이블 덕분
에 최신 스마트폰과 PC 등에 연결해 가장 콤팩트한

스마트폰으로는 다소 구동이 어려운 헤드폰이라도 「NAOS」가 있으면 걱정 없다. 사진은 FOCAL의 새로운 헤드폰
「CLEAR」를 「NAOS」를 통해 「V20」 스마트폰과 연결한 모습

방법으로 고해상도 음악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안드
로이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이어폰 단자가 없어진
「iPhone 7」 이후의 모델에서도 애용하던 헤드폰을 연
결해 고해상도를 포함한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
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중고음역의 해상도가 매우 풍부하며, 이에 더해
힘차고 화려하다. 울림을 적절하게 제어한 타이트한
저음역이 전체적인 대역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느
낌.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이 정도로 소리가 달라
지다니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또한 작은 사이즈임
에도 뛰어난 안정감을 준다는 점도 포인트.

고해상도에 대응, 별도의 전원도 불필요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을 위해 타입별 케이블이 4종 동봉된다

버스 파워로 구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이 필
요하지 않다는 점도 포터블 헤드폰 앰프로서 큰 장
점이다. 「NAOS」만 있으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
마트폰과 바로 연결해 울트라손의 프리미엄 헤드폰
을 완벽히 구동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고해상도

SPEC ●입력단자 : USB MicroB ●출력단자 : 3.5mm 스테레오 미니 잭 ●S/N : 110dB @3.3V power
supply ●대응 파일 형식 : PCM 44.1~192kHz/16~24bit ●크기 : 46W × 18H × 6Dmm ●무게 : 6g ●부속
품 : 9.5m Lightning, USB Type-C, USB Type MicroB, USB Type A 케이블, 전용 케이스

음원도 즐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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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어댑터 「SIRIUS」
포터블 헤드폰 앰프 「NAOS」 못지않게 울트라손에 있어 의
외의 제품이 바로 「SIRIUS」다. 「SIRIUS」는 울트라손의 헤드폰
「Performance」 시리즈를 블루투스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주는
외장 어댑터인데, 이어 컵 곡선 모양에 맞춰 「SIRIUS」 본체를
케이블 단자에 끼워주면 OK. 스타일리시한 헤드폰 디자인에
이렇게 놓고 이어 컵 잭에
그대로 꽂으면 된다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간단하게 aptX에 대응하는 고음질 무선
재생을 즐길 수 있다. 재생 조작과 핸즈프리 통화에 필요한
리모컨도 탑재돼있어, Siri나 Google Assistant를 사용하는데
도 편리하다.
「Performance」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인 「Performance 880」
에 연결해 음악을 들어보니 헤드폰이 지닌 특성이 블루투
스에서도 그대로 느껴졌다. 실내에서도 야외에서도 프리미
엄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좋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Performance」 시리즈 헤드폰의 가치도 올라가서 좋고. 말 그
대로 일석이조의 제품인 셈이다.

SPEC ●통신 방식 : 블루투스 표준 규격 Ver.4.1 ●대응 코덱 : aptX, SBC ●연
속 음악 재생 시간 : 약 12시간 ●무게 : 12g ●부속품 : 충전용 케이블

「Performance 880」에 「SIRIUS」를 끼운 모습.
얼핏 보면 그냥 한 몸처럼 보인다

간단하게 끼우기만 하면 끝!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적이다. 헤드폰 본체에 설치되어 있는 잭에 「SIRIUS」의
단자를 끼우기만 하면 사용 준비는 끝. 「Performance」
시리즈에 완벽히 밀착되는 모양이라 디자인을 해치지
도 않는다. 앰프부는 음질적으로 완전히 매치하도록
튜닝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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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를 기반으로 블루투스화한 「GO Bluetooth」
울트라손의 프리미엄 사운드를 가장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헤드폰이 무선으로 재탄생했
으니, 그게 바로 「GO Bluetooth」다. 베이스가 된 모델 「GO」의 경량 설계를 계승, 이동성은 그
대로 유지한 채 고음질 코덱 aptX와 핸즈프리 통화 대응 등 스마트폰이나 DAP와 함께 사
용하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더했다.
매트 블랙과 실버를 기반으로 한 스타일리시 디자인에 콤팩트하게 접히는 접이식 디자
인을 채택해 가방 안에도 간편하게 수납이 가능하다. 동봉되는 케이블을 연결하면 유선
헤드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GO」가 지닌 높은 휴대성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헤
드폰 본체에는 3개의 물리 버튼이 탑재되어 있는데, 재생/정지/곡 넘기기 등의 조작도 물
리 버튼을 통해 가능하다.

유선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어 폭넓은 활용이 가능
하다

「GO Bluetooth」의 구성품

블루투스 헤드폰에 적용된 ‘S-Logic Basic’
SPEC ●통신 방식 : 블루투스 표준 규격 Ver.4.1
●대응 코덱 : aptX, SBC ●드라이버 구경 :
40mm ●연속 재생 시간 : 약 17시간 ●무게 :
165g ●부속품 : 헤드폰 케이블, 충전용 케이블,
파우치

그렇다면 음질은 어떨까? 「GO Bluetooth」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던 「GO」의 특징을 계
승하고 있어 음질 면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데, 밸런스는 중립적이며 중고음역의 선명
도가 놀랍도록 깨끗하다. 저음역의 음상은 타이트하게 잡아주며, 최대한 외이에 소리를 반
사시킴으로써 자연스러운 청음감을 낳는 울트라손의 독자 기술 ‘S-Logic Basic’을 탑재하고
있어 무선 헤드폰으로는 느끼기 힘든 공간감까지 맛볼 수 있다. 울트라손이 작정하고 만든
야심작이라 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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