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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e 
I35 DAC
글 | 김남

I35 DAC는 프라이메어의 최신 DAC 내장 

인티앰프로, 종전에 나와 있던 I22, I32의 상

급기이며 외모를 일신했고 내용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종전의 제품보다 한 차원 다르게 

근사해져서 소유하는 기쁨을 배가할 수 있게 

됐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인티앰프들은 소리만 

좋으면 됐지 하는 식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원

가 절감의 성향이 강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

졌다. 시청기는 거의 미스 인티앰프 수준이

다. 날렵하면서도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 4

단계(밝기는 5단계)로 조절이 되는 전면의 

디스플레이가 밝혀지면 그 아름다움은 더욱 

배가된다.

지금 D/A 컨버터 내장 인티앰프는 인티앰

프 시장에서 거의 주력이 될 만큼 기종이 많

아졌고, 성능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게다

가 요즘에는 굳이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는 기

종을 장만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 기능을 사

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는 등 오히려 더 간편

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형식의 

앰프는 왕성하게 생산을 이어 갈 것으로 보

인다.

프라이메어는 다채롭고 질 좋은 모델을 출

시해 왔고, 라인업에는 대중적인 기종이 많

은데, 그중에서 그들의 인티앰프들은 진작부

터 인티앰프 시장의 강자로 인정받아 왔다. 

이는 가격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메이커는 전부터 UFPD라는 기술력

으로 자사 제품들을 무장시켜 왔다. ‘Ultra 

Fast Power Device’라는 의미인데, 클래스

D의 높은 효율성에 최첨단의 오디오 성능

을 결합시켜 클래스D의 모든 잠재력을 최대

한 발현시킨 것으로 시대에 걸맞은 기술이

라 할 수 있다. UFPD 모듈은 전적으로 아날

로그 영역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앰프와 필

터를 통합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드백

을 제어하고, 피드백 루프 게인을 능동적으

로 조정해 시동, 클리핑, 전류 제한 시 전체 

루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며, 필터 

출력의 변화를 감지하고 정확한 양의 피드백

을 적용해 이를 보완한다. 그리고 주파수 또

는 슬루율에 상관없이 모든 신호를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 결과 필터 공명을 완전히 억제

하고, THD가 모든 주파수에서 매우 낮게 유

지된다. 따라서 기존의 클래스D 앰프에 비해 

출력 임피던스와 위상 변이가 매우 낮다. 시

청기는 UFPD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UFPD 

2를 사용하는데, UFPD 2는 이득 대 주파수 

곡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새로운 오차 증폭 

회로가 사용되어서 대역폭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또한 전원부에 사용하는 APFC(Active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만한 소리를 내주는 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며, 디지털 입력을 다양하게 갖춘 클래

스D 앰프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분이라고 해도 별 유감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 겉보기와 내용이 일치하

기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본 기는 프라이메어의 수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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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기를 그래험 오디오의 LS5/9와 매칭해 본다. 

해상도는 클래스D 앰프의 전매특허나 다름없는 것이

지만, 여기에서는 안네 소피 무터의 타이스의 명상 서

주에서 보여 주는 현의 실체감이 유별나게 독특하다. 

이만하면 나무랄 데 없는 수준인 셈이다. 전혀 불순

물이 끼지 않는 사운드 특성이다. 흥겨운 연주가 되는 

그렌 밀러 악단의 ‘In The Mood’는 중용적이며 표준, 

정석 같은 연주 분위기를 보여 준다. 정갈한 보컬은 

클래식이든, 팝이든 우아하고 뛰어나다. 어떤 곡을 들

어도 이 정도 수준이면 특별한 과부족이 없어 보이며, 

뒷맛이 깨끗한 재생 능력이 인상적.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만한 소리를 내주는 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며, 디지털 입력을 다양하게 갖춘 

클래스D 앰프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분이라고 해도 

별 유감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 겉보기와 내용이 일치

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본 기는 프라이메어의 수

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제품이다. 

Power Factor Correction)라는 기술력도 개발해 냈다. 전원 공급 장치에서 특화

한 것으로, 메인 전압과 동일한 주파수 및 위상을 갖는 순수한 사인파가 되도록 

메인 전압에서 전류를 제어한다. 이를 통해 항상 깨끗한 전원 환경을 유지하게 

됐다고 하는데, 시청기에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프리와 파워단 등을 각기 격리 처

리를 해서 독자적으로 전원 공급을 하고 있다.

I35는 I32에 비해 출력이 120W에서 150W로 증가했다. 2조의 XLR 입력단과 3

조의 RCA 입력단, 그리고 출력단으로 라인 아웃과 프리 아웃도 구비. 그리고 옵

션 모듈을 추가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게 해놓았다. 아사히 카세이 AK4497을 사

용한 DAC 모듈을 이 앰프에 추가하면 USB B 입력으로 PCM 32비트/768kHz, 

DSD 11.2MHz까지 재생할 수 있고, 코액셜 2개, 옵티컬 4개의 디지털 입력으로

는 24비트/192kHz까지 재생할 수 있다. 그리고 프리즈마 모듈을 추가하면 네트

워크 플레이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PCM 24비트/192kHz, DSD 5.6MHz

까지 재생할 수 있다. 그리고 크롬캐스트가 내장되어 있고, 에어플레이와 블루투

스도 사용할 수 있다. USB A 단자가 있는데 이를 사용해 PCM 24비트/192kHz, 

DSD 11.2MHz까지 재생할 수 있다.

클래스D 앰프를 들을 때마다 약간씩 긴장하게 된다. 종래의 기기들이 아름답

고 해상력도 좋으면서도 음악 해석에서는 힘에 부치는 소극적인 면이 강했기 때

문일 것이다. 열기가 나며 파워풀한 재생 능력과는 별 연관이 없어 보였던 것인

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하이엔드의 고가 클래스D 앰프가 도처에서 생산되는 

시기인 것이다.

P R I M A R E  I 3 5  D A C

수입원 다웅 (02)597-4100

가격 492만원   실효 출력 150W(8Ω), 300W(4Ω)   디지털 입력 Coaxial×2, Optical×4, USB B×1(32비트/768kHz, DSD256)   디지털 출력 Coaxial×1   아날로그 입력 
RCA×3, XLR×2   아날로그 출력 RCA×2   주파수 응답 20Hz-20kHz(-0.2dB)   디스토션 0.05% 이하   S/N비 100dB 이상   크기(WHD) 43×10.6×38.2cm   무게 
1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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