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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

소노는 진정한 하이앤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드럼회사로 그들의 하이앤드 제품들은 직접 쳐보는 것이 아닌 만져보는 것만
으로도 ‘이것은 명품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이다. 

하이앤드로 가질 수 있는 명품이라는 가치로도 소노를 높게 평가하며 이 부분은 ‘명품’이라는 것에 조금이라도 가치를 느끼고 만족을 누
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명품은 만듬새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현재의 결과물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기업의 모토와 그들의 히스토리 그리고 아이덴티티 등 많은 부가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진정한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어떠한 나무로 드럼을 만들어도 소노 특유의 크랙하고 딱딱한 알맹이진 소리는 살아있는 소노 드럼, 그리고 오랜 역사와 더불어 

소리로도 얘기할 수 있는 소노, 기술과 역사가 접합된 이 것이 진정 명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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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2 의 특징
-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극찬한 Sonor의 최고급 사양 드럼통과 하드웨어 등 모든 구성을 연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가능
- 최고급 사양의 목재와 아크릴 중 선택 혹은 혼합하여 제작 가능-하이브리드 제작공법사용
- Sonor의 다양한 하드웨어와 부속품을 연주자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구성 가능 
- 하드웨어는 일반 크롬, 블랙 크롬, 금장 세 가지로 선택 가능
- 모든 구성을 연주자의 선택에 둠으로써 세상에 하나뿐인 유니크한 드럼을 만듬

SQ2 Drum System
현재하는 최상급 Handmade 드럼!
www.sq2-drumsystem.com
(주문 후 6개월 소요되는 제작 상품입니다.)

Start building your dream here:
WWW.SQ2-DRUMSYSTEM.COM

03 | 04    S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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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nut

SQ² Set  7기통   

             

Bass Drum 22“ x 18“
Tom Toms 8“ x 7“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4“ x 13“
Floor Toms 16“ x 15“
Snare Drum 14“ x 7“

American

Gold Hardware

05 | 06    SQ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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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edL a r c h
SQ2 Set in Smoked Larch with Chrome Hardware

Setup: Bass Drum 22“ x 18“/ Tom 
Toms 10“ x 8“, 12“ x 9“/ 
Floor Toms 14“ x 14“, 16“ x 16“/ 
Snare Drum 14“ x 7“
UPID 144612856864-1

SQ2 Set  6기통
                            

Bass Drum 22“ x 18“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4“ x 14“
Floor Toms 16“ x 16“
Snare Drum 14“ x 7“

SQ2 Set 4기통 
                            

Bass Drum 18“ x 14“
Tom Tom 12“ x 8“
Floor Tom 14“ x 14“
Snare Drum 14“ x 5“ 

BurlLarch MountainSmoked

Chrome HardwareChrome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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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스페셜오더
SONOR SQ2 드럼?
140년 전통을 자랑하는 SONOR에서 최고급 목재로 장인들이
만든 커스텀(소비자 주문생산 방식)드럼입니다. 
원하시는 재질, 사이즈, 색상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드럼~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 주문시 읽어주세요!
★ 스네어드럼은 30만원 / 드럼세트는 200만원을 예약금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예약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행사기간 이후에는 주문을 받거나 수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제품이 만들어져서도 도착시까지 6~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환율이 변동시 가격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문방법등 문의사항은
    종로점 (02-743-5263 담당자:봉성근 과장)에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SPM에서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09 | 10    SQ²

5단계-쉘의 겉과 안쪽 피니쉬(마감)을 선택합니다.

7단계-헤드를 선택합니다.

6단계-후프와 러그의 종류와 색상을 선택합니다.

8단계- 완성 (SPM 주문게시판에 글 올리기)

4단계-쉘의 재질과 두께를 선택합니다.3단계-드럼 종류를 고른후 (Bass, Snare, TomTom, 등) 
넓이와 깊이를 고릅니다.

주문방법
1단계 - SQ2 configurator 사이트 방문
다음 사이트 방문하여 http://www.sq2-drumsystem.com
원하시는 드럼의 구성을 시작합니다.

2단계 - Show pries for를 Korea, Republic of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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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²의 특징
-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극찬한 Sonor의 최고급 사양 드럼통과 하드웨어 등 모든 구성을 연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가능합니다.
- 최고급 사양의 목재와 아크릴 중 선택 혹은 혼합하여 제작 가능-하이브리드 제작공법사용
- Sonor의 다양한 하드웨어와 부속품을 연주자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구성 가능 
- 하드웨어는 일반 크롬, 블랙 크롬, 금장 세 가지로 선택 가능
- 모든 구성을 연주자의 선택에 둠으로써 세상에 하나뿐인 유니크한 드럼을 만들어냅니다.

SQ2 Drum System
현재하는 최상급 Handmade 드럼!
www.sq2-drumsystem.com
(주문 후 6개월 소요되는 제작 상품입니다.)

Start building your dream here:
WWW.SQ2-DRUMSYSTEM.COM

03 | 04    SQ²

소노의 새로운 SQ1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자작 나무 껍질은 혁신적인 Sound Sustainer 기술과 결합하여 탁월한 사운드 특성을 지닌 드럼 시리즈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독창적인 무광택 래커 마감 처리와 함께 라이브 연주 및 스튜디오 레코딩을 위한 전문적인 드럼 컨셉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1 | 12    SQ1 시리즈

drums



17 | 18    셀렉트 시리즈

400시리즈 하드웨어 세트
400시리즈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견
고하게 제작되어 연주시 최대의 지
원을 제공합니다.

Blue Galaxy Sparkle 색상 

Transparent Black Burst 색상

Maple색상

Piano Black 색상 

Slelect (셀렉트) S Drive 6기통 Maple
                              17220544

Bass Drum 22“ x 20“
Tom Toms 10“ x 6.5“
Tom Toms 12“ x 7“
Floor Toms 14“ x 12“
Floor Toms 16“ x 14“
Snare Drum 14“ x 6.5“

Slelect(셀렉트) S Drive 6기통        

Blue Galaxy Sparkle
                                   17220534

Bass Drum 22“ x 20“
Tom Toms 10“ x 6.5“
Tom Toms 12“ x 7“
Floor Toms 14“ x 12“
Floor Toms 16“ x 14“
Snare Drum 14“ x 6.5“

Slelect(셀렉트) Stage3 5기통  Maple
                                          17220444

Bass Drum 22“ x 17.5“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6“ x 16“
Snare Drum 14“ x 5.5“

Select(셀렉트) Jungle 3기통         

Dark Forest Burst 
      17220623

Bass Drum  16“ x 16“
Tom Toms 10“ x 8“
Floor Toms 14“ x 12“

Slelect(셀렉트) Stage3 5기통       

Blue Galaxy Sparkle
                                       17220434

Bass Drum 22“ x 17.5“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6“ x 16“
Snare Drum 14“ x 5.5“

Slelect(셀렉트) Studio 5기통        

Blue Galaxy Sparkle
                                       17220134

Bass Drum 20“ x 17.5“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4“ x 14“
Snare Drum 14“ x 5.5“

SQ1 5기통 Hot Rod Red
                             16100138        

Bass Drum 22“ x 17.5“
Tom Tom 10“ x 7“
Tom Tom 12“ x 8“
Floor Tom 16“ x 15“
Snare Drum 14“ x 6.5“

SQ1 5기통 GT Black
                             16100136       

Bass Drum 22“ x 17.5“
Tom Tom 10“ x 7“
Tom Tom 12“ x 8“
Floor Tom 16“ x 15“
Snare Drum 14“ x 6.5“

“SQ1 버찌쉘은 리얼 빅 사운드와 굉장하면서 완전한 톤을 가지고 있으면,

 심지어 낮은 텐션에서도... 이 드럼의 소리들이 울려 퍼진다!” 

Chris Coleman

SQ1 5기통 Cruiser Blue
                             16100137       

Bass Drum 20“ x 17.5“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4“ x 14“
Snare Drum 14“ x 5.5“

13 | 14    SQ1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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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tage Natural
Stain Satin Gloss

15 | 16    빈지티 시리즈

독일에서 제작된 소노의 새로운 빈티지시리즈 
회사 창립 140주년을 맞이하여, SONOR는 1950년대와 1970년대 초반의 상징적인 사운드와 외관을 되살려 Made in 
Germany 빈티지 드럼 시리즈를 자랑스럽게 공개합니다. 이미 1960년대에 SONOR Teardrop kits는 Connie Kay, 
Sonny Payne 또는 Kenny, Klook ‚Clarke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최고 품질 기준의 제품이었
습니다. 

아날로그 사운드
디 지 털 세 상 속 에 서

부활
둥근 베어링 가장자리는 “소노의 옛날 사운드“를 재
현한다. 그결과 메트하지만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따
듯한 소리를 만든다.

쉘 건조기술: 6mm 두께의 9 겹 Beech 쉘로 
SONOR의 독특한 CLTF 와 OSM 과정이 특징이다.

Vintage 5기통  Natural  독일제작
 15931821+15910021+15900021

Bass Drum 20“ x 14“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8“
Floor Toms 14“ x 12“
Snare Drum 14“ x 5.75“ 

dr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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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R kit from 1962*

SONOR Teardrop kits는 빈티지 드럼 제품 중 가장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동그란 베어링 모서리를 활용한 새로운 빈티지 드
럼 시리즈는 오래된 SONOR 사운드를 되살려 제품 라인에 적용
되고 있습니다. SONOR는 1975년에 45도 베어링 모서리를 선
보였고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SQ², Prolite 및 Force 시
리즈 드럼 전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Vintage Series를 추가하
면 드러머는 SONOR만의 완벽한 음색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SONOR팀은 아티스트와 수집가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빈티지 
드럼 라인을 이전의 Teardrop 드럼의 외형과 느낌 및 사운드를 
최대한도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리지널 Teardrop 드럼과 마찬가지로, 빈티지 드럼 시리즈는 

동그란 베어링 모서리를 가진 손수 고른 프리미엄 독일산 너도
밤나무 쉘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1950년대의 teardrop lug의 외관과 
느낌을 조심스레 재현하여 SONOR
의 독자적인 TuneSafe™ 시스템으
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간
과하지 않는 SONOR는 Superprofil 

3중 플랜지 후프를 재설계하였으며, 1952년부터 1961년 사이에 
사용된 SONOR 배지와 로고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빈티지 스네
어 드럼은 새로 출시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스트
레이너 Super 50‘은 1950년대 사용되었다가 사라진 SONOR 
D-411와 D-412 스네어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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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tage Three 20 Shell Set in Vintage Onyx
                            

Bass Drum 20“ x 14“
Tom Tom 12“ x 8“
Floor Tom 14“ x 14“
Snare Drum 14“ x 5.75“

dr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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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r Force 3007 후속 모델로 케네디언 메이플을 사용하여 이전 모델
보다 힘이 느껴지는 사운드와 깊이가 달라져 울림의 최대화와 세팅시 사
용자에 따라서 여러세팅이 가능하게끔 제작 되었습니다. 
또한 튠세이프를 사용하여 튜닝의 풀림을 방지하고 한번 더 울림을 최대
화 시켜 균형잡힌 사운드를 표현하는 모델입니다

Select Force Sounds
쉘을 7겹으로 만들어 더욱 견고
하며 균형잡힌 사운드를 제작하
여 제공해드립니다. 밀도가 높은 
케네디언 메이플을 사용하여 더
욱 깊고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
합니다.

Ei
ke

 H
er

w
ig

 (D
on

ot
s)

Did you know?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T.A.R 시스템은 톰
에 직접적으로 닿는 면을 최소화하여 울
림을 최대화 하였습니다.

파워풀한 연주
언 제 나

Slelect(셀렉트) Stage3 5기통        

Transparent Black Burst  
17220464

Bass Drum 22“ x 17.5“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6“ x 16“
Snare Drum 14“ x 5.5“

쉘 구조 7 겹 (5.8 mm) 의 탐탐, 플로어탐 그리고 스네어드럼
7 겹 (7.2 mm) 의 베이스드럼

후프 2.3 mm 스네어드럼들에 파워후프

하드웨어 부
품들

새로워진 러그의 Tunasafe
베이스 드럼의 손실을 최소화한 클러(Claw)
밀림 현상이 없는 곡선형 스퍼
공명의 최대화 T.A.R 시스템

REMO® UT 
Drumheads 

Tom Toms/Floor Toms: Emperor Style Clear

Snare Drums:Ambassador Style White Coated, Am-
bassador Style Resonant

dr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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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시리즈 하드웨어 세트
400시리즈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견
고하게 제작되어 연주시 최대의 지
원을 제공합니다.

Blue Galaxy Sparkle 색상 

Transparent Black Burst 색상

Maple색상

Piano Black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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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lect (셀렉트) S Drive 6기통 Maple
                              17220544

Bass Drum 22“ x 20“
Tom Toms 10“ x 6.5“
Tom Toms 12“ x 7“
Floor Toms 14“ x 12“
Floor Toms 16“ x 14“
Snare Drum 14“ x 6.5“

Slelect(셀렉트) S Drive 6기통        

Blue Galaxy Sparkle
                                   17220534

Bass Drum 22“ x 20“
Tom Toms 10“ x 6.5“
Tom Toms 12“ x 7“
Floor Toms 14“ x 12“
Floor Toms 16“ x 14“
Snare Drum 14“ x 6.5“

Slelect(셀렉트) Stage3 5기통  Maple
                                          17220444

Bass Drum 22“ x 17.5“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6“ x 16“
Snare Drum 14“ x 5.5“

Select(셀렉트) Jungle 3기통         

Dark Forest Burst 
      17220623

Bass Drum  16“ x 16“
Tom Toms 10“ x 8“
Floor Toms 14“ x 12“

Slelect(셀렉트) Stage3 5기통       

Blue Galaxy Sparkle
                                       17220434

Bass Drum 22“ x 17.5“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6“ x 16“
Snare Drum 14“ x 5.5“

Slelect(셀렉트) Studio 5기통        

Blue Galaxy Sparkle
                                       17220134

Bass Drum 20“ x 17.5“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4“ x 14“
Snare Drum 14“ x 5.5“

Slelect Studio 5기통 Maple
                             17220144       

Bass Drum 20“ x 17.5“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4“ x 14“
Snare Drum 14“ x 5.5“

drums



23 | 24    에센셜 시리즈

SONOR Essential Force 시리즈는 자작나무 쉘을 특징으로 하며, 음악적인 
자유를 희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상급 드러머를 위해 설계 되었습니다. 
5개의 사전 구성된 세트 및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구성에 맞춰 맞춤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더욱 균형있고 좋은 품질의 버치 쉘
버치 쉘(6겹 7.2mm)으로 만들어 더욱 균형잡힌 사운드
를 제공해드립니다.
CLTF기술을 적용으로 쉘의 변형을 방지합니다.

Le
ah

 S
ha

pi
ro

 (B
la

ck
 R

eb
el

 M
ot

or
cy

cl
e 

Cl
ub

)

Essential(에센셜) Studio 5기통 Creme White                        
                                   17210133       

Bass Drum 20“ x 17.5“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4“ x 14“
Snare Drum 14“ x 5.5“

Optimum
Playing Comfort

프 로 페 셔 날 한  특 징

쉘 구조 6 겹 (7.2 mm) 의 탐탐, 플로어탐 그리고 스네어드럼,베이스드럼

후프 2.3 mm 스네어드럼들에 파워후프

하드웨어 
부품들

새로워진 러그의 Tunasafe
베이스 드럼의 손실을 최소화한 클러(Claw)
밀림 현상이 없는 곡선형 스퍼
공명의 최대화 T.A.R 시스템

REMO® UT 
Drumheads 

Tom Toms/Floor Toms: Emperor Style Clear

Snare Drums : Ambassador Style White Coated, Ambas-
sador Style Resonant

drums



25 | 26    에센셜 시리즈

Piano Black 색상 Creme White 색상 Amber Fade 색상 Green Fade 색상Brown Fade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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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you know?
베이스 드럼의 후프를 고무 처리된 
클러로 후프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강력한 사운드의 풍부한 저음역대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Essential(에센셜) Studio 5기통   

Green Fade                        
                                                   17210121       

Bass Drum 20“ x 17.5“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4“ x 14“
Snare Drum 14“ x 5.5“

Essential(에센셜) Stage3 5기통  

Green Fade                        
17210421 

Bass Drum 22“ x 17.5“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6“ x 16“
Snare Drum 14“ x 5.5“

Essential(에센셜) Stage3 5기통       

Amber Fade                        
17210441 

Bass Drum 22“ x 17.5“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6“ x 16“
Snare Drum 14“ x 5.5“

Essential(에센셜) Stage3 5기통 

Creme White                        
   17210433 

Bass Drum 22“ x 17.5“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6“ x 16“
Snare Drum 14“ x 5.5“

Essential(에센셜) S Drive 6기통    

Amber Fade                        
17210541      

Bass Drum 22“ x 20“
Tom Toms 10“ x 6.5“
Tom Toms 12“ x 7“
Floor Toms 14“ x 12“
Floor Toms 16“ x 14“
Snare Drum 14“ x 6.5“

Essential(에센셜) S Drive 6기통 

Creme White                        
 17210533      

Bass Drum 22“ x 20“
Tom Toms 10“ x 6.5“
Tom Toms 12“ x 7“
Floor Toms 14“ x 12“
Floor Toms 16“ x 14“
Snare Drum 14“ x 6.5“

Essential(에센셜) Stage3 5기통 

Brown Fade                        
17210422       

Bass Drum 22“ x 17.5“
Tom Toms 10“ x 8“
Tom Toms 12“ x 9“
Floor Toms 16“ x 16“
Snare Drum 14“ x 5.5“

Essential(에센셜) S Drive 6기통 

Brown Fade                        
17210522       

Bass Drum 22“ x 20“
Tom Toms 10“ x 6.5“
Tom Toms 12“ x 7“
Floor Toms 14“ x 12“
Floor Toms 16“ x 14“
Snare Drum 14“ x 6.5“

drums



좁은차, 좁은 무대, 좁은 아파트!!! 
27 | 28    마티니/ 사파리/ 밥

우리의  Martini, Safari, Bop 그리고 Players 키트는 소형 크기의 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타협하지 않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모든 드럼 키트는 톰 홀더와 광택 마무리를 한 포를러 나무 쉘을 특징으로 합니다. 크
로스 라미네이트 쉘은 뛰어난 강도(剛度)와 음향학적으로 만족스러운 공명(共鳴), 그리고 탁월한 음색을 
제공합니다. Tune Safe가 장착된 러그(lugs)는튜닝(tuning)이 정 위치에 있도록 하는것을 보장합니다. 

Red Galaxy
Sparkle 색상

Turquois Galaxy 
Sparkle 색상

Silver Galaxy
Sparkle 색상

Gold Galaxy
Sparkle 색상

Black Galaxy
Sparkle 색상

Martini (마티니) 4기통 Gold Galaxy Sparkle 색상
                                                             17106570       

Bass Drum 14“ x 12“
Tom Toms 8“ x 8“
Floor Toms 13“ x 10“
Snare Drum 12“ x 5“

Martini (마티니) 4기통 Turquois Galaxy Sparkle 색상                                                                                                                             
                                                            17105467       

Bass Drum 14“ x 12“
Tom Toms 8“ x 8“
Floor Toms 13“ x 10“
Snare Drum 12“ x 5“

Safari(사파리) 4기통 Red Galaxy Sparkle 색상
                                                                       17105166       

Bass Drum 16“ x 16“
Tom Toms 10“ x 8“
Floor Toms 14“ x 12“
Snare Drum 14“ x 5“

작아지는 사운드 이제그만

Bop(밥) 4기통 Silver Galaxy Sparkle 색상                                                                                                                                        
          17105217       

Bass Drum 18“ x 16“
Tom Toms 12“ x 8“
Floor Toms 14“ x 14“
Snare Drum 14“ 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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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0    아티스트 시리즈 스네어드럼

독점적인 SONOR 아티스트 스네어 시리즈는 세계에서 가장 재능있는 
드러머의 경험과 SONOR만의 풍부한 타악기 제조 전문성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파트너쉽은 가장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비교할 
수 없는 스네어 드럼 모델을 가능케 했습니다.
브라스에서부터 스틸 또는 브론즈, 메이플(단풍나무)
에서 비치(너도밤나무) 그리고 버찌(자작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티스트 스네어 드럼은 그 자체
로 걸작입니다. 개발 과정 중, 최종 완성품에 있어
서 디자인은 음질과 같은 필수 요소입니다. 이런
디테일에 대한 고려는 각각의 아티스트 스네어 
드럼에게 뚜렷한 특성을 부여합니다. 홈페이지
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주)에스피엠 종로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SONOR 아티스트 
스네어의 엄청난 품질을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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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스칸디나비안버찌   

14*5인치 독일산                                                                                                                                         
 11176868                     
얇은 Vintage Maple Shell의 Artist 시리즈 
스네어 드럼으로서 뛰어난 울림과 깨끗하고 
투명한 소리를 만들어줍니다.
고전적인 스칸디나비아 자작나무 마감재
와 골든 피팅으로 외관적으로 매우 뛰어납
니다.따뜻하고 풍부한 사운드는 다양하고 
폭넓은 음악 스타일에 적합한 이상적인
 스네어 드럼입니다.“

몸통두께 : 6겹의 메이플 쉘, 2mm 다이믹 
엣지
몸통재질 : 스칸디나비아 자작나무
금장 보호 마감, 다이 캐스팅 후프, 튠 세이프,
스내피 이탈 방지 장치

아티스트 얼스 (Artist Earth)  

13*5인치 비취쉘                                                                                                                                         
 11176129             
이 아티스트 라인의 스네어드럼의 특징은 
묵직한 비취쉘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로우엔드의 손실없이  큰
소리와 펑키한 사운드를 줍니다.

몸통두께 :27겹의 28mm비취 셀

크롬 보호 마감, 튠 세이프, 

18 브라스 스네어 와이어

아티스트 암보이나 헤비         

13*7인치 메이플 쉘                                                                                       
 11176709             
아티스트 스네어 프로그램에 가장 최근 추가
된 것은 엄선된 13“ x 7“ Amboina 스네어입
니다. 두꺼운 단풍나무 재질 쉘로 제작된 이 스
네어 드럼은 진정으로 완벽함을 구현해내며, 
오직 SONOR만의 뛰어난 품질 구조에서만 발
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드럼의 사운드 범위는 
민감한 순간서부터 둔중한 순간 - 균형 잡힌 
중간음 및 고음과 함께 낮은 피치에서 부드럽
고 따뜻한 톤을 특징으로 합니다. 24k 금도금 
피팅과 결합한 최상급  burl wood veneers  
(Amboina)를 사용하여, 이 스네어 드럼의 외
관은 환상적입니다. 

몸통두께 :8mm 헤비 메이플 셀

크롬 보호 마감, 다이 캐스팅 후프, 튠 세이프,

스내피 이탈 방지 장치

아티스트 브라스 골드        

14*5인치                                                                                                                     
  11176401       

하이 레벨의 힘과 부드러운 음영을 
지닌 폭발적이고 밝은 사운드를 찾는 
드러머들에게 최상의 선택입니다. 이 
스네어 드럼은 모든 다이나믹한 연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광범위한 사운드를 
제공하고, 또한 24K 금도금 피팅한 
제품입니다.  

1mm 브라스쉘  ,24k 금도금, 다이케스
트 후프,

튠쉐이프,24브라스 와이어

아티스트 브라스 골드     

14*5인치                                                                                                                               
  11176601       

아티스트 시리즈 “헤비급”인 이 스네어 
드럼은 14“ x 6“ 주조된 청동 쉘로 
만들어 졌습니다. 심벌 제조 공정과 
유사하게, 쉘은 최상의 공명(共鳴)
과 완벽한 음향 방사(放射)를 위해 한 
조각의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대 
음량을 제공하므로, 날카롭고, 크고, 
파워풀한 스네어가 필요한 연주에 
이상적인 드럼입니다.

몸통두께 : 3 mm 브론즈 쉘

몸통재질 : 브론즈

다이 캐스트 후프, 튠 세이프, 

스내피 이탈 방지 장치

보호 마감, 검은색 도금 마무리 프로텍터

아티스트 Art Design      12*5

인치 버찌 쉘                                                                                                                                    
 11176025                     
12“ x 5“크기의 12겹 자작나무 쉘은 충분한 
타격시 이 스네어 드럼에 산뜻하고 밝은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메인 드럼 또는 사이드 
스네어 드럼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높은 
림샷(* 주: 드럼 연주 기법)과 스테인리스 
강선(鋼線)의 민감한 반응은 완벽한 음향 
성능을 보장합니다. 드럼 앤 베이스, 힙합, 
일렉트로닉 팝 연주에 이상적인 드럼입니다. 

몸통두께 : 12겹의 버찌 쉘, 7mm 다이나
믹 엣지
몸통재질 : 스칸디나비아 자작나무

아티스트 코튼우드            

14*6인치 메이플 쉘                                                                                                                                         
 11176345                     
본 모델은 미디움 메이플 쉘 과 Cotton-
wood의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장점입
니다.

메이플 특유의 따뜻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몸통두께 : 6mm 9겹의 메이플 셀

크롬 보호 마감, 다이 캐스팅 후프, 튠 세이
프, 스내피 이탈 방지 장치

drums



31 | 32    SignaturE SEriES 스네어드럼

Steve Smith
전세계 최고의 드러머 중 한명인 Steve Smith는 30년 이상 SONOR 드럼을 지지해왔습니다. 

스티브와 SONOR 드럼 엔지니어들은 사운드, 기능, 디자인과 같은 대부분의 것들을 스티브씨

의 특징을 제품에 반영해 진정한 걸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14“x 5.5“ 시그네쳐 스네어 드럼은 

독점 생산한 2.5mm 스틸 쉘 / 2.5mm 보강 링과 2개의 통풍구로 구성된 뛰어난 장비입니다. 

빈티지 포닉 스타일에 러그와 

튠세이브 자리와 통합하여 

빈티지느낌이 나도록 하였으며, 

다이 캐스트 후프와 Diplomat 

두께의 REMO fiberskyn 3 

배터 헤드는 Steve가

스네어 드럼에서 찾고 있는 

총체적인 효과입니다.

선명하고 완전한 바디를 가진

악기이자 즉각적이고 쉬운

플레이의 악기. 시그네쳐

배지 외에도 Steve의

시그네쳐는 “Hilite Exclusive” 

배지의 재발행에 새겨지며 

또 다른 “빈티지 SONOR”

터치를 추가했습니다.

Phil Rudd
Phil Rudd와의 지난 30년간 깊은 협력관계를 통해, SONOR와 Phil Rudd 팀은 독특하고 독

창적인 시그네쳐 스네어 드럼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스네어 드럼은 Phil의 역사상 최고의 스네

어 드럼인 SONAR Horst Link Signature Brass 모델을 기반으로 흥미로운 새로운 기능과 외

형을 추가하였습니다. 최종 프로토 타입 스네어 드럼은 2009년 “Black Ice” 월드투어 기간 동

안 Phil에 의해 선보였고 그 투어기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fat intimidating 사운드를 찾았는
데 소노 스네어 드럼은 (다른 타사 제품보다) 더 
효과적이고 나은 소리를 제공한다”-Phil Rudd

 “나의 최근 레코딩에서 당신은 이 훌륭한 악기
의 풍부한 사운드와 이 다재다능함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사운드를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 Benny Greb - 

 “SONOR 드럼은 지난 30년간 저의 첫 번째 선
택이자 유일한 선택인 고품질 악기로 남아있습
니다. 나의 사운드는 ‚SONOR sound‘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드럼 키트를 연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Steve Smith

Benny Greb
2004년 이후로 드럼씬에 슈팅 스타로 자리매김한 Benny Greb는      
SONOR 패밀리의 일원입니다.  그 Benny가 말하길 :  “예술가로서 저에
게 전통과 혁신을 모두 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SONOR 드럼 회
사 또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나는 일을 사랑하며 최고의 품질을 위해 헌
신하는 사람들과 친밀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SONOR사와 
친밀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Benny는 그의 우아하고 정확한 플레이스
타일이 요구하는 일군의 뮤지션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초, 
SONOR와 Benny는 아주 특별한 스네어 드럼 작업을 시작하였고, Benny
의 독특한 시그네쳐 모델은 Benny 본인만큼이나 다재다능하고 음악적이
기도 합니다. Benny는 너도밤나무 드럼을 선호하고, 그 너도밤나무 드럼은 
투명성, 따뜻함 그리고 육중한 사운드와 함께 넓은 튜닝 범위를 제공합니
다. 아름다운 외부 베니어는 스칸디나비아 너도밤나무로써 드럼 외관에 세
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멋을 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무언가
를 더하지 않으면 Benny가 될 수 없습니다.

듀얼 글라이드 스네
어 스트레이너 메
카니즘은 기술적으
로 완벽한 스네어 와
이어 결합과 릴리스 

시스템, 훌륭한 조절 기능과 더불어 견고
한 외관과 느낌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SONOR 듀얼 글라이드 시스템은 정확하고 
부드러운 작동을 의미하며, 이는 스네어 와
이어가 ON 또는 OFF 위치에 놓일때 발생
하는 모든 소음을 제거해줍니다. 스트레이
너와 버트 사이드 양쪽에는 빠른 릴리스 스

네어 와이어 분리 기능이 장착되어 있으며, 
드러머가 스네어 와이어를 풀고 조정할 필
요 없이 공명 헤드(resonant head) 변경
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세 조정 손잡이가 양
쪽 모두에 적용됩니다. 잘 설계된 설계 및 
구조 덕분에, 새 듀얼 글라이드 스트레이너
는 현재 대부분 SONOR 스네어 드럼에 사
용되고 있는 스트레이너를 대체할 수 있고, 
개별 부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hil Rudd 시그니쳐 스네어드럼     

14*5인치                                                                                                   
  17115401       

황동에 크롬도금, 45도 베어링 엣지, 아티스트 시리즈 
다이케스트후프, 20 텐션로드, 튠 세이프, 크롬도금, 
20스틸 와이어

Steve Smith 시그니쳐 스네어드럼  

14*5.5인치                                                                                                   
  11175001       

2.5mm 쉘두께, 스틸 쉘, 45도 베어링 엣지, 
아티스트 시리즈 다이케스트후프

베니그랩 시그니쳐 스네어드럼    13*5.75

인치
  11173745       

스칸디나비안 버치, 스텐인 래커드 마감,
배니그랩이 특별히 디자인한 배지 장착, 시그닉한 디자인 
링,9겹이 버찌쉘, 5mm쉘 두께, 45도 베어링 엣지,
아티스티시리즈의 튠쉐이프 러그, 16 텐션로드, 2.3mm파
워 후프

dr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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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Natural 14*6인치                                                                                                                                        
  15810571       

20 텐션로드, 튠쉐이프, 다이케스트 후프, 9겹의 빈티지 
메이플 쉘, 4mm+2mm 강화 링, 45도 베어링 엣지

정글 스네어 네츄럴 메이플쉘 10*2인치                                                                                                                                        
  17314452       

메이플 쉘, 튠쉐이프, 7겹(7.2mm)쉘, 
2.3mm 파워후프, 12스틸 와이어

메이플 14*5.5인치                                                                                                        
  17314844       

5.8mm 7겹 메이플 쉘, 2.3mm 파워후프, 
45도 베어링 엣지

블루갤럭시 스파이클  14*6.5인치                                                                                                   
  17315034       

5.8mm 7겹 메이플 쉘, 2.3mm 파워후프, 
45도 베어링 엣지

다크 포레스트 버스트       14*6.5인치                                                                                                   

  17315023       
5.8mm 7겹 메이플 쉘, 2.3mm 파워후프, 
45도 베어링 엣지

메이플 Chocolate Burl 14*6인치                                                                                                                                        
  15810578       

20 텐션로드, 튠쉐이프, 다이케스트 후프, 9겹의 빈티지 
메이플 쉘  ,4mm+2mm 강화 링, 45도 베어링 엣지

브라스 14*6인치                                                                                                                                        
  15811001       

20 텐션로드, 튠쉐이프, 다이케스트 후
프, 1 mm 쉘 두께 , 45도 베어링 엣지

버찌 14*5.5인치                                                                                                                                        

  17312843       
버찌 쉘 7.2mm  6겹, 튠쉐이프, 16스틸와이어

크림 화인트 14*6.5인치                                                                                                                                        
  17313033 

버찌 쉘 7.2mm  6겹, 튠쉐이프, 16 스틸와이어

엠버 페이드 14*5.5인치                                                                                                                                            
  17312841       

버찌 쉘 7.2mm  6겹, 튠쉐이프, 16스틸와이어

오텀 페이드 메아플 쉘 14*5.5인치                                                                                                                                        
  17314846       

5.8mm 7겹 메이플 쉘, 2.3mm 파워후프

dr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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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Series

맨아래의 심벌 Tilter는 고정 잠금과 유연성 제공

7-단계, 심벌 tilter의 쉬운 작동법
(하이햇 적용모델들 HH 674 MC, HH 684 MC, HH 400)

HH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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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4000

DT 2000

HH 400

싱글페달  SP273                                                                                                                                      
  14507201 

상품명: 소노 200시리즈 싱글 페달
시리즈: 200시리즈
칼라: 크롬색상
발판길이: 스텐다드 발판길이

베이스드럼 싱글페달  SP473                                                                                                                                      
  14511301 

칼라: 크롬색상
* 사용자의 발 사이즈에 따라 길이 조절
* 펠트와 플라스틱 더블 비터로 되어 있
어서 취향에 따라 사용 가능

베이스드럼 더블페달  

DP472R                                                                                                                                      
  14511101 

칼라: 크롬색상
* 오른쪽용 페달
* 가방포함 

드럼의자 DT4000                                                                                                                                    
  14527701 

라운드 좌석, 드럼키홀더, 높이조절가능
높이조절:460mm~620mm 

드럼의자 DT2000                                                                                                                                    
  14525401 

드러머들의 의자, 라운드 좌석, 드
럼키홀더, 높이조절가능
높이조절:440mm~600mm 

드럼키 홀더 포함

SP473  페달나사 3Pack                                                                                                                                    
  14598070 

SP473  페달스프링                                                                                                                                       
  14598035 

400 하드웨어 하이햇 스탠드                                                                                                                                      
  14526301 

스프링 텐션, 회전 풋 보드, 접이식,
7단계의 심벌 tilter

200 하드웨어 하이햇 스탠드                                                                                                                                      
  14523901 

스프링 텐션, 회전 풋 보드, 접이식
높이조절: 650mm~ 820mm

의자

하이햇 스탠드

페달

페달dr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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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벌 스탠드 스네어 스탠드

리트랙터블 붐 암 - 2 in 1

새로운  고무 다리 디자인
은 스탠드의 안정성과 바
닥의 접촉면을 개선했다.

DTS 4000

TA 678 TA 4000 DTH 2000

심벌 톰 스탠드 CTS4000                                                                                                                               
  14526901 

심벌 미니 붐 암 스탠드 

MBA4000                                                                                                                               
  14527301 

심벌 미니 붐 스탠드 

MBS4000                                                                                                                               
  14526801 

심벌 미니 붐 스탠드 MBS2000                                                                                                                               
  14526001 

심벌 미니 붐 스탠드 

MBS53                                                                                                                               
  14500601 

스네어 스탠드 SS2000                                                                                                                          
  14524501 

높이조절:470mm~640mm 

탐 암 홀더 TA678                        
  13584201 

ball clamp2  포함 

탐 암 홀더 TA4000                        
  14527601 

ball clamp2  포함 

더블 탐 암 홀더 DTH2000                        
  14525201 

2개의 탐 암, ball clamp2  포함 

더블 탐 스탠드 DTS4000                       
  14527101 

2개의 탐 암,  ball clamp2  포함 

스네어 스탠드 SS4000                                                                                                                          
  14526601 

높이조절:490mm~660mm 

drums



독일생산의 높은 퀄리티의 스네어 와이어
사운드 와이어는 스네어 드럼 사

운드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법

을 모색하는 모든 드러머에 대한 

SONOR의 답변입니다. 

3가지 다른 재질(스틸, 브론즈 및 브

레스)과 여러 스네어 와이어 변형, 

스트링 또는 스트랩 장착 옵션을 갖

춘 사운드 와이어는 거의 무제한의 

음향을 제공합니다. SONOR 사운

드 와이어 스네어는 완벽한 스네어 

대 헤드 접촉을 보장하도록 특수 설

계된 엔드 플레이트를 특징으로 합

니다. 동그란 플레이트 모서리는 스

네어 부분을 조일 때 헤드가 손상되

는 것을 방지합니다. 각각의 스네어 

세트는 최고의 보호를 보장하는 나

무 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MKPTK

SSB

하드웨어 세트

스네어 와이어

악세사리

14인치 스틸 스네어와이어 

SW1424S                    
  74706159 

14인치용으로 24줄에 스틸 
0.5mm이다.

14인치 브론즈 스네어와이어 

SW1424B                    
  74711559 

14인치용으로 24줄에 브론즈 
0.5mm이다.

14인치 브레스 스네어와이어 

SW1424S                    
  74712559 

14인치용으로 24줄에 브레스 
0.5mm이다.

소노 스틱 가방                    
  SSB 

스틱가방, 네임택부착가능, 
전문가용

베이스 코팅 흰색  프론트 헤드             
18인치 91102800
20인치 91103000
22인치 91103200

베이스 코팅 흰색  프론트 헤드             
프로틴 튜닝키  PTK                                  19045501
멀티드럼키 MK                              19007201

베이스 코팅 검정  프론트 헤드             
18인치 91104800
20인치 91105000
22인치 91105200

HS400 하드웨어 세트                                                                                                                                      
  14526401 

HH400 하이햇스탠드
SS4000 스네어 드럼스탠드
MBS4000 미니붐스탠드 2개
SP473 베이스드럼 싱글페달

HS200 하드웨어 세트                                                                                                                                      
  14524001 

HH200 하이햇스탠드
SS2000 스네어 드럼스탠드
MBS2000 미니붐스탠드 2개
SP473 베이스드럼 싱글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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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

facebook.com/SeoulPercussion http://blog.naver.com/perc4

블로그

서초점           Tel  02  598   7263    Fax 02  598   7253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6 동광빌딩 5층
종로점           Tel  02  743   7263    Fax 02  743   726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상가 3층 360호(낙원동)
광주물류창고   Tel  031 769   7267    Fax 031 769  7254    경기도 광주시 도척로 492-7

www.spmi.co.kr

Mail To : spmi98@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