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드폰의 성능을 배가하는 니트로 에너지 헤드폰 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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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ZEN). 말이나 글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종의 교리는 전통과 

권위를 강조하면서 고색창연한 경전에 

의존하는 교종에 대응하여 대승불교의 

한 축이 되었다. 5세기 말에 중국으로 

건너온 인도의 승려인 달마대사에 의해 

창시된 것으로 알려진 선종은 믿음의 

진리를 경전에서 찾은 것이 아닌 참된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현실의 

교리였다. 달마대사가 소림사에 머물면서 

9년의 면벽 수련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는 전설은 훗날 한국과 일본에도 

전해져 선종의 가르침의 유구한 역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선불교는 

서양에도 전해져 ‘Zen’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좌선(坐禪)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명상으로 받아들여져 종교적인 수행과 뇌 

트레이닝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불교의 심오한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서양인들에게도 좌선은 스트레스가 

지배하는 현대 생활의 긴장을 이완하고 

해독하는 기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명상을 통해 얻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으로 해석한 ‘Zen 

Style’이 등장하여 공간을 여백을 살리는 

미적 감각과 정갈한 꾸밈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건축물의 외관이나 내부의 디자인 그리고 

패션, 가구, 생활용품이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 Zen 스타일은 하이파이 

오디오 분야에도 스며들어 색다른 

스타일의 기기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iFi ZEN 시리즈
영국의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인 iFi는 

2012년 AMR 오디오(Abbingdon Music 

Research)의 자회사로 설립된 젊은 

브랜드로 이제는 모회사인 AMR보다도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다. PC-Fi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컴퓨터 

기반의 기기의 전원 문제에 집중하여 

직류 어댑터인 SMPS의 약점을 보완하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하이파이 씬에서 

교두보를 마련한 iFi 오디오는 스마트 

기기와 하이파이 기기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데 주력하였고 이를 통해 니어필드 

리스닝의 새로운 강자로 성장하였다. 

젊은 브랜드답게 신선한 디자인과 과감한 

엔지니어링을 투입하여 Desk-Fi의 

완성형이라 할 만한 ‘Pro iCAN’과 ‘Pro 

iDSD’를 선보인 iFi는 기술적인 트리클 

다운을 통해 iFi의 엔트리 라인업이면서 

iFi의 아이덴티티를 녹여낸 ZEN 시리즈의 

기기들을 내놓고 있다.

Zen Style을 오디오 기기의 컨셉트로 

설정한 iFi는 릴랙스(relax)보다 더 강한 

느낌의 chillax(chill+relax) 한 기분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라인업을 완성하고 있다.
디지털 파트의 ‘ZEN DAC’과 ‘ZEN BLUE’, 

아날로그 파트의 ‘ZEN CAN’과 ‘ZEN 

PHONO’의 네 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ZEN 

시리즈는 사찰의 팔작지붕을 뒤집은 듯한 

역사다리 꼴의 형태에 기와와 비슷한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아노다이징 처리한 

섀시를 패밀리룩으로 공유하고 있다.
기기의 용도에 따라 배치되는 구성 

요소가 다른 프런트와 리어 패널은 

은색의 헤어라인으로 가공하여 정갈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디자인되었다.

ZEN 시리즈를 헤드파일들에게 각인시킨 

첫 번째 주자는 2020~2021년간 EISA 

어워드의 ‘Best Value DAC’ 분야에서 

베스트 프로덕트 상을 받은 ZEN DAC로 

독특한 디자인에 속에 담긴 뛰어난 

성능을 유럽의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검증을 받았고, 주요 오디오 저널에서도 

가격에 대비한 균형 잡힌 디테일한 

사운드와 좋은 마감 품질로 인해 단점을 

찾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ZEN DAC와 짝지은 ZEN BLUE는 디지털 

스트리밍 블루투스 리시버로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고성능 DAP의 고해상도 

음원을 와이어리스로 연결할 수 있는 

편리함과 음향 품질을 제공한다.
아날로그 파트로도 확장한 ZEN 시리즈는 

LP 애호가들을 위한 ZEN PHONO와 순수 

아날로그 헤드폰 앰프인 ZEN CAN으로 

라인업이 완성되었다. 

헤드폰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ZEN 
CAN
ZEN 시리즈의 패밀리 룩 섀시로 완성된 

ZEN CAN의 전면 패널은 커다란 볼륨 

노브를 중심으로 펑션 노브와 입력단을 

여덟 팔자의 시메트리 구성으로 배치하여 

미적 감각을 높였다. ZEN CAN의 

내면을 살펴보면 약 10배의 가격인 iFi의 

플래그쉽 헤드폰 앰프인 Pro iCan의 

기술을 적용한 트리클 다운 버전으로 

엔트리 레벨의 성능을 기대하였던 

니어필드 리스닝 유저에게는 기대 

이상의 실력을 드러내 만족감을 높인다. 

트리클 다운은 분수대의 물, 즉 자원이나 

기술이 넘치도록 있어야 가능하다. 

업계의 톱클래스의 브랜드들은 R&D를 

통한 기술 개발을 집약하여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 프리미엄 이미지를 

드높이고, 이 기술의 일부를 하위 모델이 

적용하여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디지털 도메인을 섞지 

않고 오로지 아날로그 도메인만으로 

구성한 순수 헤드폰 앰프인 ZEN CAN은 

Pro iCAN에서 채용된 OV2637A OP-

AMP를 A 클래스 디스크리트 출력 버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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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 CAN과 어울린 소스 기기는 어쿠스틱 

리서치의 AR-M20 DAP로 3.5m 스테레오 

케이블로  연결하였고 포칼 스피릿 

클래식 헤드폰으로 들어보았다.  벨라 

바르톡이 잔혹 동화를 모티브로 만든 

단막 오페라 “푸른 수염의 성”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불레즈, 님스게른, 

트로야노스)의 여덟 번째 곡인 “Ah! 

Now behold my spacious kingdom”을 

들었을 때, 모든 금관 악기 군이 최대 

음량으로 취주하고 두 대의 팀파니를 

비롯한 타악기 군이 격렬한 타격과 함께 

경악하는 유디트(타티아나 트로야노스)의 

비명이 웅장하게 펼쳐지는 장면에서 

거대한 음향 에너지의 딥베이스의 위력과 

함께 머릿속 헤드룸을 넘어 펼쳐지는 

음향의 스펙트럼을 느낄 수 있었다. 

현악기 군의 빠른 트레몰로의 선율에 

어울린 파이프 오르간의 펼침 화음이 배음 

속에 묻히지 않고 선명하게 들리며 금관 

악기들의 질감을 잘 표현하는 실력이 

기대 이상이었다. 유디트와 푸른 수염의 

주고받은 아리아의 발성이 무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좌석에 앉아서 들리듯이 

생생했고 리듬의 강약과 템포가 살아있는 

소리를 들려주었다.
바흐의 마태수난곡(뮌헨 바흐 오케스트라, 

리히터) 중 47번째 곡인 “Erbarme dich”의 

첫 소절의 애처로운 바이올린 솔로를 

들었을 때, 현을 켜는 올림활과 내림활의 

사용하여 구동이 어려운 헤드폰조차 

쉽게 구동할 수 있는 스펙을 갖고 있다. 

어떤 헤드폰이라도 매칭할 수 있도록 0, 

6, 12, 18dB의 네 단계로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를 전면에 배치하였고 

6.3mm 싱글 엔디드 출력은 7.2V/1600 

mW (@ 32 Ohm)이며, 고해상도 휴대용 

플레이어인 DAP의 트렌드에 맞춰 소니의 

펜타콘 4.4mm 밸런스드 출력은 무려 

11.0V/1890 mW (@ 64 Ohm)에 달한다. 

고출력을 조절하는 볼륨 컨트롤은 

FET(field-effect transistor) 소자를 

사용하여 엔트리 레벨 기기답지 않게 

이음과 왜곡을 제거하여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ZEN CAN이 가진 강점 중 하나는 

헤드파이 기기에서 음장과 딥베이스를 

디지털 기술을 빌리지 않고 순수한 

아날로그 솔루션인 액티브 EQ 서킷 

디자인으로 구현한 점이다. 이를 

뒷받침 위해 파나소닉, TDK,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무라타, 도쿄 코스모스 

일렉트릭사 등의 최상위 커패시터, MELF 

저항, 저소음 IC, 포텐쇼미터 OP-AMP 

같은 선별한 부품을 투입하여 회로를 

구성하였고 엔트리 레벨 기기로는 오버 

스펙이라 할 수 있는 구성을 가능케 

하였다. ZEN CAN의 뛰어난 성능과 

수려한 디자인의 완성은 테크니컬 

트리클 다운과 패밀리 룩 디자인 

섀시를 채용으로 낮춘 비용 절감으로 

완성되었다. 

청음 및 평가
iFi는 니어필드에 특화 한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헤드파이의 약점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였다. 헤드파이의 많은 

장점이 있지만 주류인 하이파이와 같은 

레벨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iFi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레코딩 스튜디오의 

녹음 과정에서부터 결정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레코딩된 음원은 스피커를 울릴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머리에 얹어진 헤드폰으로는 음향의 

3차원적인 공간감을 재현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은 헤드파이에서 하이파이로 

넘어온 음악 애호가들이라면 공감하는 

사실이다.
청음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스테이지의 

폭과 높이 그리고 깊이는 스피커 

유닛에서 나오는 직접음과 벽과 천장, 

바닥에 부딪쳐 만들어지는 간접음이 

합 처져 만들어지는데 음향 기기의 

성능뿐만이 아니라 공간의 배치와 

적절한 흡음과 음의 반향이라는 변수가 

있어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하이파이 시스템은 

헤드폰이나 이어폰의 작은 크기의 

헤드룸으로 인해 음장을 구현하기 

어려운 헤드파이보다는 자연스러움 

소리를 만들어 내기가 쉽다.

ZEN CAN은 iFi가 의도한 3D 사운드로 

인해 스테레오 이미징이 뚜렷하며 

XBass는 헤드파이에서 부족한 딥 

베이스를 음향의 컬러링이나 왜곡을 

최소화하여 훌륭하게 구현하였다. 

이러한 성과가 엔트리 레벨의 기기에서 

디지털 튜닝이 아닌 전통적인 아날로그 

회로 구성을 통해 이루어진 점이 

특별하다.

보잉의 움직임이 콘서트홀에 서 무대 

위의 연주자를 바라보는 듯한 실감 나게 

느껴지며 바이올린 독주자의 뒤편에서 

현악 파트의 선율에 실린 나지막한 

콘트라베이스의 피치카토의 템포가 

묻히지 않고 선명하게 들린다. 바이올린 

선율과 어울린 헤르타 퇴퍼의 감정을 

절제한 아리아의 정확한 발음과 풍부한 

성량을 표현하는 ZEN CAN의 실력은 

엔트리 레벨의 기기임을 잊게 만든다.

마무리하며
음악을 즐기며 지나 온 오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음악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오디오 기기는 거의 값싼 가격표를 

붙어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오디오를 흉내 

낸 가전제품 기기들은 음악적인 뉘앙스를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음질의 수준이 

떨어져 카세트테이프나 CD에 담긴 

음원들이 갖고 있는 음향 품질을 제대로 

재생하지 못했다. 전통의 하이파이 

브랜드들의 기기는 저마다 갖고 있는 

히스토리와 개성이 존재하지만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젊은 하이파이 브랜드인 IFi의 ZEN 

CAN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진입 장벽을 

허문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되었다. 

니어필드 리스닝 환경에서 음악을 즐기는 

헤드파일들에게는 또 하나의 손꼽을 만한 

선택지로 자리매김할 출중한 기기다.

ZEN CAN은 어떤 헤드폰이라도 손쉽게 구동할 수 
있게 게인 노브와 4.4mm 밸런스드 출력 단자를 
갖췄다. 맨 우측의 버튼으로 3D 사운드와 딥 
베이스를 손쉽게 보강할 수 있다.

iFi의 헤드폰 앰프 ZEN CAN은 역사다리꼴 형태의 
기와 모양과 아노다이징 처리한 다크 그레이 컬러 등 
iFi의 패밀리 룩을 채택하고 있다.

밸런스드와 싱글엔디드, RCA 인풋 단자를 볼 수 있는 ZEN CAN의 후면

니어필드 음악감상의 즐거움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iFi의 헤드폰 앰프 ZE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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