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niel Hodgson: VOX Virage 시리즈의 뒤를 이어 출시된
Solid 바디의 33, 55 시리즈! 함께 살펴보시죠!

 복스사에서 새로운 
기타를 선보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Virage”
Virage 시리즈는 독특한 디자
인과 설계를 갖추고 있으며 
매우 높은 퀄리티를 자랑합니
다. 불행히도 그 품질에 맞게
가격 또한 가벼운 편은 아니었
습니다. 또 Virage의 사운드는
지금까지 VOX가 전해주던
그러한 사운드 성향을 갖고
있는 기타는 아니었습니다.
그 후 VOX는 Virage 시리즈
의 특징을 압축하여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자! 새로운 녀석을 한번
살펴보시죠!

 

Body & Neck
VOX 33, 55 시리즈는 각 각
두 가지 바디 타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싱글
컷-어웨이이며 다른 하나는
날렵한 디자인의 더블컷 모델
입니다. 오리지날 Virage와 
같이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되
며 마호가니에 메이플 또는
애쉬 탑에서부터 솔리드 애쉬
와 마호가니까지 다양한 목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 시리즈는 부드럽고 편안
한 느낌의 곡선을 특징으로
합니다. 바디는 마호가니를
베이스로 하여 애쉬 탑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꺼운 마호가니에 탑이 얇게 
얹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모델은 두 목재의 비율이
흥미롭게도 같습니다. SSC-33
의 애쉬 섹션은 나뭇결이 
멋스럽게 비치는 에이즈드
오렌지 선버스트(Aged Orange
Sunbust)로 도장되어 있으며
후면은 반투명의 오렌지색으로
도장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으며 그 주위에 2 개의
마그네틱 픽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두 개의 마그네틱 픽업을 통해
노이즈를 감소시켜 깨끗한 싱글
픽업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픽업은 Single-coil, P-90,
Humbucker 스타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3 시리즈는 싱글과
P-90을 전환할 수 있는
2-way 스위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SDC-55 모델은
각 픽업에 3-way 
스위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과
톤 컨트롤 노브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여 각
픽업에 모두
적용됩니다.

Sounds
처음으로 테스트
를 했을 때, 매우 
인상적인 연주감
을 받았습니다.
팩토리 셋업이 훌륭
했으며 넥의 그립감이
매우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앰프에 연결했
을 때는 일반적인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VOX만의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33 시리즈의
싱글-컷은 좀 더 그런트(Grunt)한
사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얇은 바디의 55 시리즈 
더블-컷은 좀 더 선명하고 깨끗한 
사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CoAxe 픽업은 매우 클린한
사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험버커로
설정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의
깨끗한 클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사실 모드를 전환 시, 완전히 다른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VOX 
SSC-33 & SDC-55

베이스와 탑 두 울림목이 조화
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탑 주위
로 바인딩이 정교하게 처리되
어 있습니다. 
 55 시리즈 더블-컷 모델은 
바디 양쪽으로 뿔이 나아있는
SG와 비슷한 디자인을 갖고 있
습니다. SDC-55는 SSC-33에
비해 얇은 바디를 갖고 있어
조금 더 가볍습니다. 제가 살펴
본 기타의 메이플 탑은 초록빛
이 감도는 골드탑이 얹어져
있으며 바디인 마호가니는

다크 브라운으로 도장되어있습
니다. (역시나 매력적입니다!)
 두 시리즈의 넥은 마호가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깁슨의 테넌 
조인트 방식과 달리 바디와
넥의 접합부를 독특하게 디자인
하여 하이-프렛 연주 시, 접근성
이 매우 좋습니다. 또 C-쉐입을
채택하여 매우 훌륭한 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
우드와 미디엄 점보 프랫이 
정교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SSC-33 모델은 프렛 마크로
DOT를 채택하여 심플한 멋이
있으며 SDC-55는 헤드와 프렛
이 바인딩 처리되어 있으며
웨이브-쉐입의 인레이를 특징
으로 스타일리쉬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헤드는 반짝이는
검정색으로 깔끔하게 도장되어
있으며 “VOX” 로고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33 시리즈와 55 시리즈는 매우
흡사한 느낌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생산됩니다. SSC-33은
인도네시아, SDC-55는 한국에
 

 

서 생산됩니다. 그러나 바디 
쉐입과 피니쉬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SDC-55는 US의
고급 목재를 사용해서 생산되
며 33 시리즈는 인도네시아의
목재를 이용해서 생산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Hardware & Parts
두 시리즈 모두 ‘매우 정밀’한
웨이브-쉐입의 헤드머신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MaxConnect’라는
이름의 브릿지/테일피스입니다.
견고한 알류미늄을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새들을 독립적
으로 컨트롤 할 수 있어 피치
튜닝 시 매우 용이합니다. 
스트링은 브릿지의 뒤를 통해
삽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Tune-O-Matic 방식의 브릿지와 
같이 스트링이 꺽이는 부분을
제거하였으며 브릿지가 하나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 길고
안정적인 서스테인을 제공합
니다.
 기존의 Virage에는 DiMarzio의
‘Three-90’ 픽업이 달려있었습
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시리
즈에는 VOX R&D 팀이 열과
성을 다해서 제작한 ‘CoAxe’라는
픽업이 장착되었습니다. 이는 
P-90 픽업 스타일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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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ELECTRIC GUITARS 
VOX SSC-33 & SDC-55

VOX 33, 55 시리즈는 넥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훌륭한 팩토리 셋업으로
인상적인 연주감을 전달합니다. 

PRICE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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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 길이: 638mm 
너트 폭: 43mm 
넥: 마호가니
핑거보드: 로즈우드, 305mm 
radius (12 inches)
프렛: 22 점보
픽업: 2 x Vox CoAxe 픽업
하드웨어: Vox ‘Super Smooth’ 
 15:1-ratio 튜너, 
‘MaxConnect’  알류미늄 브릿지
케이스: VOX 긱백
왼손잡이: 없음

SDC-55
가격: 미정
생산지:  한국
바디: 마호가니 + 메이플 탑
컨트롤: 1 x 볼륨, 1 x 톤, 
2 x 3-웨이 픽업 모드 셀렉터, 
3-웨이 픽업 셀렉터
무게: 3.45kg (7.6lb)
피니쉬: 골드탑(오른쪽), 블랙
(아래 색상은 솔리드 애쉬 바디)
티버스트(teaburst), 
트랜스 레드 (Trans Red)

SSC-33
가격: 1,100,000원
생산지: 인도네시아
바디: 마호가니 + 애쉬 탑
컨트롤: 1 x 볼륨, 1 x 톤, 
2-웨이 픽업 모드 셀렉터, 
3-웨이 픽업 셀렉터
무게:  3.7kg (8.2lb)
피니쉬: 티버스트 (오른쪽 사진), 
빈티지 크림; 
(아래 색상은 메이플 탑)
블랙, 골드탑

CONTACT DETAILS
MNS (Korg Korea)
Tel: 02-3442-2929
www.mnshome.com
www.voxamps.com

GOLD STARS
 혁신적인 브릿지와 픽업
 다양한 톤
 높은 품질의 완성도

BLACK MARKS
 33와 55 시리즈의 가격 차이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사운드와 편안한 그립감을
찾으시는 플레이어

GB 총평

혁신적인 듀얼 스위칭 시스템!

SSC-33의 심플하고 고급스런 멋! CoAxe 픽업의 특징! “Noise-Free!”

VOX 
SSC-33 & SDC-55

REVIEW ELECTRIC GUITARS  
VOX SSC-33 & SDC-55

헤비한 사운드의 락이나 훵크,
팝에 잘 어울립니다. SDC-55
시리즈가 더 고급의 목재와
특징들을 갖추고 있지만
SSC-33 모델 역시 높은 
퀄리티로 제작되었으며 상위
모델에 뒤지지 않는 사운드와
연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SSC-33이
더 마음에 드는군요. 이 가격
대에 훌륭한 픽업과 하드웨어
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GB

Conclusion
일반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기타들은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는 브랜드에 흠집도 못 내고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VOX의 33과 55
시리즈는 좀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MaxConnect 브릿지와 CoAxe
픽업 등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전문적이고 섬세하게
제작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장르의 곡이든 충분히
연주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고
있습니다.
 싱글-컷의 제품들은 좀 더 
넓고 두꺼운 톤을 갖고 있어
클래식 락, 루츠 블루스와 따뜻
한 재즈 사운드를 갖고 있으며
더블-컷은 예리하고 깨끗하면
서 깔끔한 사운드를 전해주어

두 모델 모두 사운드를 두껍게
셋팅했을 때 P-90의 특징을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팻(Fat)하고 명료한 느낌인 것이
죠! 낮은 아웃풋 설정으로 연주
시에는 SSC-33이 더 유용한
듯 합니다. SSC-33의 큰 바디가
더욱 풍부한 사운드의 펀치감을
제공합니다. 반면 SDC-55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얇은
사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SDC-55의 트윈-모드(Twin-
Mode)를 이용하여 매우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넥 픽업의 센터 포지션과 브릿
지의 풀-쓰로틀(Full-Throttle)
모드의 조합은 정말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초고가 기타와의 비교는 힘들
지만 두 모델 모두 훌륭한 
클린 사운드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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