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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였다!
런던에 마크 노플러가 운영하는 스튜디오가 있다. 여러 개의 녹음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중 하나에 링도르프의 스피커도 런칭되어 있다. 최근
방문 시, 노플러의 신작이 링도르프의 스피커로 플레이백되었다. 이
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면서, “링도르프가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오랜 기간 오디오 제조에 관여한
링도르프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다. 마침 그의 방한을
계기로, 신작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의상 이니셜 PL로
대체한다.
글•이종학(Johnny Lee)

링도르프 오디오/ CEO 피터 링도르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번 뵙는군요.

-서브우퍼를 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은 개인적으로 좋게

PL 반갑습니다. 우선 신작 소개부터 하죠. 처음 언급할 것은

생각합니다. 작은 스피커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서브우

TDAI-3400이란 모델입니다. 기존의 2170보다 업그레이드된 제

퍼의 역할이 무척 요긴하니까요.

품이라 보면 됩니다. 겉보기엔 그리 크지 않지만, 다양한 기능과

PL 2.1 채널로 홈시어터도 꾸밀 수 있답니다. 한편 출력은 4옴에

높은 사용자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400W, 2옴에 700W를 냅니다. 또 1옴에서도 충분히 동작합니다.

-링도르프의 앰프는 디지털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3400도

어떤 스피커를 물리던 충분히 구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런가요?

-참고로 룸 퍼펙트 기능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시죠.

PL 맞습니다. 풀 디지털 앰프입니다. 당연히 출력단은 클래스 D

PL 어떤 스피커든, 그 자체의 성격이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엇

방식으로 작동하죠. 그러나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기술이 듬

보다 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피

뿍 투입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클래스 D에서 딸칵, 딸칵하는 스

커의 장점이 부각되지 않죠. 그래서 룸 퍼펙트 전에 우선 스피커

위칭 노이즈가 저희 제품엔 전혀 없습니다. 차후에 설명하겠지

자체의 EQ 특성을 체크합니다. 여기서 평탄한 밸런스를 만드는

만, 저희 회사에 최근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게 우선입니다. 그 이후 룸 퍼펙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를 통한 성과라 보면 됩니다.

-한국처럼 좁은 주거 환경에서 오디오를 하는 분들에겐 특히

-3400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시죠.

유용할 것같습니다.

PL 디지털 크로스오버가 내장되어 있어서, 링도르프의 스피커

PL 앞으로 3400을 위해 홈시어터 모듈을 선보일 것입니다. 이

와 연결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타임 딜레이 기능도 있고, 저희가

경우, 리어 및 센터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죠. 단, 이 스피커들은

자랑하는 룸 퍼펙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풍부한 입력단도 자랑

액티브 타입이면서 와이어리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거리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인풋뿐 아니라, HDMI, USB, 블

그러므로 모듈은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 정도만 하면 됩니다. 저

루투스 등에 골고루 대응합니다. 향후 스트리밍 오디오에도 대

희는 기본적으로 스테레오를 완전하게 꾸미고, 그 다음에 홈시

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한편 메인 스피커 아웃단뿐 아니라, 서

어터를 첨가하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브우퍼단도 별도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 소개를 해 주시죠. MH-1이라는 모델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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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죠?

자신의 특허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에 팔고, 한동안 여기

PL 이번 스피커의 콘셉트는, 따로 서브우퍼를 설치할 수 없

에서 일할 때에도 수학적인 문제는 모두 그가 담당했죠. 한편

는 분들을 위해, 스피커 자체가 풍부한 저역을 갖춘, 와이드

디지털 앰프쪽의 선두주자인 하이펙스에서 부르노 푸치 씨를

레인지한 타입으로 완성했습니다. 특히, 벽에 붙여서 쓸 수 있

영입했습니다. 그는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DSP 설계, 프

게, 독특한 접근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주파수 대역을

로그래밍, 서킷, 스위칭 모드 앰프, 제품 디자인 등 모든 면에

보면 저역은 40Hz까지, 고역은 20KH 이상을 실현하고 있습

서 유능합니다. 심지어 언어 재능도 뛰어나서, 해리 포터를 덴

니다. 전면에 보면 세 개의 유닛이 보이는데, 가운데가 트위터

마크 버전으로 몇 권 읽고 나더니, 지금은 덴마크어로 메일을

이고, 상단에 있는 것이 6.5인치짜리 미드베이스입니다. 한편

보낸답니다. 그밖에 TI쪽에서도 유능한 브레인이 여럿 왔습니

하단에 있는 것은 8인치 구경의 라디에이터입니다.

다. 그러므로 매주 제 책상 위에는 특허를 요구하는 제안서가

-덕트를 쓰지 않고, 라디에이터를 썼군요?

계속 올라옵니다. (웃음)

PL 덕트를 쓰면, 포트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또 기본 콘셉트

-끝으로 최근에 스타인웨이를 통해 모델 B라는 스피커를

는 벽에 달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라디에이터 방식이 유

런칭했죠?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용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3D 방식을 선호합니다.

PL AMT 타입의 트위터에 무려 6개의 우퍼를 갖춘 모델입니

즉, 중고역은 작은 새털라이트 스피커로 마무리해서 벽에 걸

다. 기본적으로는 오픈 배플 타입으로, 인클로저 자체는 알루
미늄을 소재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무게가 무려

브우퍼를 결합하면 보다 풍부한 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150Kg이나 나갑니다. 풀 프리퀀시 대응의 모델로, 스타인웨이

러나 일반적으로 본 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앰프와 연결하면 최적의 음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플래그십

-최근에 링도프르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모였다고 들었

이라 이름 붙일 만한 내용을 자랑합니다.

는데, 이번 기회에 자랑 좀 해주시죠.

-여러 모로 바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아

PL 우선 택트 시절부터 저와 활동했던 라스 리스보 씨가 얼

무튼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전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수학의 천재입니다.

P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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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역은 따로 서브우퍼를 쓰는 식이죠. 물론 MH-1에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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