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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Sound
Evolution 845 
그 아름답고 매력적인 불빛은 음악을 듣지 않아도 가슴을 충만하게

해 준다. 오디오 마니아들은 일종의 감금되어 있는 수인들과도 비슷

하다고 생각하는데 교도소 앞, 면회소 앞에 밝게 켜진 가로등쯤이라

고 해야 할까. 이 이 타오르며 가슴을 데워준다. 훈련소 면회소가

더낫겠나? 이제곧사랑하는자식이나애인이저문앞을지나서나

타날것이라는설레는기다림.

경외감이드는장중함이가슴을충만하게하다

_ 김남

보기만해도장중하다. 디자인이주는위엄도그렇고, 845라는출력

관이주는경외감도한몫을더한다. 내용을알고보니역시이탈

리아제다. 이탈리아가아니라면이런매혹적인디자인은쉽지가않다. 굉

장히거구이면서무게가53kg이나되는데도둔중하다는느낌은전혀들

지않는다. 유서깊은빈티지의취향이물씬풍기고있는것이다.

제작사의연혁을보면1993년부터시작된다. 최초에는소규모의가족공

방으로시작했지만지금은10여종의제품을, 그것도진공관제품만을만드

는전문업체로성장했다. 시작이1993년이라고했지만그것은앰프를통

째로생산하기시작한햇수이고, 사실은현재의경 자인로렌조사나비오

의부친이트랜스장인이었다. 무려50년이상을트랜스제작에바친결과

를그아들이앰프로추가접목을시킨것이다. 그동안이탈리아를비롯하

여유럽전역에서그트랜스로제작한제품들이부지

기수 고, 그사나비오표트랜스는일본에도상당히

들어간모양이다.

출력트랜스를만드는과정을보면동네아주머니

가시키는대로물레를돌려만드는경우도있으며,

공고생이만드는경우, 공장에서그냥기계로만드

는경우, 아니면늙은장인이손수앉아종일코일을

감는경우등여러모습을봤다. 감는방식은물론이

고, 코일의두께·재질, 코어의재질등수많은편차

가 있어서 고급 앰프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게 되는

데, 우선 이 제품은 그 트랜스에 있어서 세계 최고

등급이라는것이검증된다.

845라는출력관도특출한경우에속한다. 이출력

관으로만드는앰프는별로많지가않다. 심지어국

내에서는 이 출력관을 구할 길이 없어서 일본에서

몇알을사왔다는경우도봤다.

A급싱 앰프를선호하는일본에서이대형관은

대인기인데, 고급자작파들이애용하는대표적인관

이기도한것이다. 게다가이관처럼운치있는경우

는별로없다. 인기충천인 300B도불을넣으면밝

은방에서는도대체통전여부가확인되지않으며,

어두운방에서도희미한가로등처럼매가리가없는

데비해이출력관은다르다. 그아름답고매력적인

불빛은음악을듣지않아도가슴을충만하게해준

다. 오디오마니아들은일종의감금되어있는수인

들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교도소 앞, 면회소

앞에밝게켜진가로등쯤이라고해야할까. 이 이

타오르며가슴을데워준다. 훈련소면회소가더

낫겠나? 이제곧사랑하는자식이나애인이저문앞

을지나서나타날것이라는설레는기다림.

이관은다좋은데고전압이라취급에극도로조심

해야한다. 설명서를보면이구동성으로함부로열

지말라는경고가부착되어있다. 게다가충격에몹

시약해서함부로운반하다가는필라멘트가끊어질

가능성이 높다. 극도로 세심한 취급을 해야 한다.

단, 거치해놓은다음에는아무런문제가없다. 수명

도300B 못지않게길며고장도없다.

이관은본래1931년RCA에서AM 라디오의송신

관으로개발한대표적인 3극관이다. 비슷한관으로

211이있는데전기특성은유사하고바이어스전압

만이 다르다. 211이 여성적인 성향이라고 한다면

845는다소남성적인경향으로저역의힘도뛰어나

다. 흔히현악은211이낫다고하고, 성악은845라고

도한다. 211을과거에한동안사용했는데밤에불을

끄고 앉아 있으면 마치 이 거리는 용광로 불빛이



연상된다. 이 845 관은귀하고가격도비싸다. 국내의진공관업체에는

재고가없는경우가태반인데, 이런출력관의앰프가수입된것도상당히

오랜만인것같다. 반갑다.

이제품은동제작사인티앰프의맨위형님뻘이다. 듀얼모노처럼구성

을했고, 프리드라이브단에는 ECC82 2알, 드라이브단에는 6SN7 2알,

출력관으로는채널당2개씩845를사용해A급으로55W를뽑아내고있

다. 고압을걸면그2갑절의출력도가능하지만그럴경우전기세가많이

들며, 진공관앰프로그런대출력은별로효용가치가없을것이다.

4계통의라인입력단자가마련되어있고, 진공관앰프본연의길을가

기위해밸런스단자는없다. 근래에는아날로그제품에자꾸밸런스단

자를만들고, 그런회로도집어넣는경우가늘어나는데, 엔지니어들도의

견이다르지만미국의한앰프제조사는밸런스회로는물론이고겉모습

일망정밸런스단자자체를거부하는경우도있다.

피드백은걸지않았고, 4Ω과8Ω에대응하고있다. 제품의무게는국가

대표역도선수가아니라면아예들어올릴수가없으므로이점도유념

해야할점이다.

내가이앰프를사용한다면앞에부착해놓은보호그릴을빼버리는것

이낫겠다. 누가손댈까봐그런보호장치를부착해놓은것이지만마치4

층짜리빌라발코니를보는것같아서운치에방해가되기때문이다. 가

족들은원래오디오가거치되어있는방에는안들어오기때문에안전은

염려할바가아니다. 사실들어오라고해도안들어온다(?).

오랜만에다시들어보는845의소리가궁금하다. 진공관앰프는적어

도30분은, 그리고이런제품처럼신제품은그보다훨씬더오래웜업이

필요하지만그런과정을생략하고들어보는귀의냉정성을참조해주시

길요망한다. 

요즈음일부인터넷에보면오디오평론은모두거

짓말이라고하는주장들이여기저기서심심찮게눈

에띄어심기가편치않지만그분들은하나는알고

둘은모르는사람들이다. 자신들이쓰는기기는구입

당시하고지금소리가똑같은가? 아마백이면백다

아니라고할것이다. 그러면당신들은사기꾼이란말

인가? 물론아니다. 그러므로이런 들역시당연히

기기에대한기술적인배경과그리고처음얼마간들

어본소리라는점을이해해주었으면한다. 아주완

벽하게1주일째소리, 한달째의소리, 1년째의소리

해가면서평생걸려몇제품리뷰만을한다면그건

경우가 다르지만 말이다. 결혼 생활 10년 이상이라

면각자마누라의지금성격을결혼초기와한번비

교해보신다면어쩔까그런생각까지도든다.

이 앰프를 심오디오의 CD5.3 RS와 스피커는

PMC의OB1i, 그리고B&W의803 다이아몬드로교

차매칭을했다. B&W 803 다이아몬드는우퍼가 3

개나되며중역이1개, 그리고트위터가다이아몬드

로이번호에시청기가게재되어있는제품이다.

약간걸쭉하면서여유만만한, 약간뒤로몸을젖

히고다소오만하게노래부르는테너의모습이보

인다. 쭉깊이뽑아들이고다시길게내뱉는호흡이

길고힘이실려있는사운드인것이다.

우선시원하다. 시야가툭트이면서도그냥맑기만

한들판이아니다. 군데군데수목이있고, 채소밭이

푸르게펼쳐져있으며때로는새떼들이후루룩날

아가고있는맛도난다. 바로이것이 845의색깔이

다. 담배연기와술잔부딪히는소리, 잡담을주고받

는웅성거림이있는재즈바가연상된다. 

이앰프는한가지의색깔만을시종일관고집하는

스타일이아니다. 연주음반에따라분위기가밝았

다가거칠었다가음울했다가다시웃음소리가들려

오기도하는복합적인카멜레온같은변화미가보인

다. 장시간이앰프에심혈을기울여가며조정할줄

아는애호가를위한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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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 태인기기(02)971-8241
·가격: 1,800만원
·실효출력: 55W
·사용진공관: 845(4), ECC82(2), 6SN7(2)
·대역: 8Hz-40kHz
·입력임피던스: 100㏀
·로드임피던스: 4-8Ω
·네거티브피드백: 0dB
·크기(WHD) : 54×27×47cm 
·무게: 53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