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 메카 in 서울

1층에 마련된 OMA 청음실. 한지에 프린트한 김희원 작가의 창덕궁 창문 사진은 색다른 느낌을 준다.

‘시네마홀’ 내부. 소니 4K 프로젝션 최신 모델과 최첨단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이 설치됐다. 벽면을 장식한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뿜어낸다. 임스 부부의 오리지널 라운드 체어가 10개 설치돼 있다.

이쯤 되면 ‘견물생심(見物生心)’을 넘어 ‘문물생심(聞物生心)’이다. 근사한 물건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는데,
황홀한 소리까지 들이닥쳐 혼백마저 유혹한다. 서울 신사동 주택가에 튼실하게 올라선 새 건물 ‘오드(ODE) 메종’을 돌아보고 든 생각이다.
‘오드(ode)’는 송시(頌詩) 혹은 송가(頌歌)라는 뜻이다.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기리기 위해 지은 서정시를 말한다.
이 회사가 칭송하는 대상은 오디오다. 그것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하이엔드 오디오들이다.
그러니까 오드 메종을 다시 풀어 설명하자면 ‘칭송받는 오디오로 가득한 집’이다. 잊혀진 소리를 옛날식으로 재현해내는
미국의 빈티지 오디오 ‘오스왈드 밀(Oswalds Mill Audio·OMA)’, 베를린의 마이스터가 금속 광택 속에
소리를 가둬놓은 ‘버메스터(Burmester)’, 그랜드 피아노에의 로망이 오디오로 구현된
덴마크의 ‘스타인웨이 링돌프(Steinway Lyngdorf)’, 그리고 꿈의 오디오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카르마(Kharma)’가 그 주인공들이다.
각 브랜드는 층마다 하나씩 배치돼 자신만의 아우라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오드 메종’은 단순히 오디오를 팔기위한 플래그십 매장이 아니다. 오히려 소리를 공유하고 그 가치를 함께 즐기는 공간에 더 가깝다.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희귀한 장소다. 오디오 매니어들이라면 성지순례를 해야하는 메카가 생긴 셈이다.
세상 번뇌 시름 잊고 오로지 소리의 향연에만 푹 빠져들 수 있는 곳. 그리하여 어떤 이들에겐 이곳이 곧 천국이고 또 극락일진저.
글 정형모 기자 hyung@joongang.co.kr, 사진 ODE·사진작가 김희원

진회색 벽돌 건물은 겉으로만 봐서는 용도를 알 수 없었다. 굳건한 성채 같기

다양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 “조나단이 펜실베

도 하고 창문 없는 아지트 같기도 했다. 건축가는 의뢰받은 지 15분 만에 스케

니아에서 빈티지 의자들을 직접 사서 보냈을 정도

치를 완료했고 건물은 거의 원안대로 만들어졌다. 단지 층고만 달라졌을 뿐이

로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이라는 게 임 상무의 귀띔

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이 건물은 일반 건축물로는 7층 높이다. 하지만 소리

이다.

를 쾌적하게 즐기는 오디오 전용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보통 2.2m인 층고를
3.6m로 확 높였다. 층간 두께도 일반보다 두 배 두툼하게 만들어 방음과 진

음악이 흐르는 지하 라운지

동을 잡았다. 심지어 전기 배선도 일반용과 오디오용으로 구분해 놓았다. 균

먼저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일하고 안정적인 배전을 위해 오디오는 병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들어가

쓰이는 라운지다. 지하지만 두 면이 커다란 통유

는 시스템에 접속돼 있다.

리창이다. 너머로 잘 다듬어진 소담스런 정원이 보

“징검다리 같은 돌받침을 밟고 들어와 다리를 건너면 건물 안으로 입장

인다. 빛이 들게 한 덕분에 실내가 제법 환하다. 그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잠시 단절되는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콘셉트입니다.

랜드피아노 스타인웨이 B가 마련돼 있어 소규모

지금은 화단이지만 원래는 징검다리 주위에 물도 흐르게 하려 했었죠.”

음악회도 가능하다. 맞은 편에는 핸드드립 커피

설명을 마친 임우석 상무를 따라 소리의 세상으로 빨려들어갔다.

와 차를 준비할 수 있는 테이블과 바가 보였고 그
옆에는 클래식·오페라·재즈 관련 CD와 LP가 디

미국 빈티지 오디오와 한국적 이미지의 결합

스플레이 돼 있다. 클래식음악평론가 박제성과

각 층별 브랜드 이름이 새겨진 벽면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270도 원통형

‘KBS 재즈수첩’의 황덕호 진행자가 추천하는 음

벽면 공간이 나온다. 이 안에는 헤드폰 9개가 전시돼 있다. 이 회사가 수입판

반 셀렉션이다. 마리아 칼라스와 카라얀 전집 등

매하는 독일제 울트라손(Ultrasone)이다. 일반 숍에서는 볼 수 없는 에디션

이 눈에 띄었다. 앞으로 음악 관련 도서도 갖춰놓

별 시리즈를 모아놓았다. 가운데 유리장 안에 전시된 리미티드 에디션을 제외

고 오페라 강좌나 살롱 음악회 등도 개최할 예정

한 나머지 것들은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라고 한다.

반유리 자동문이 열리면 본격적인 오디오 투어가 시작된다. 이곳은 직선

왼쪽은 ‘시네마홀’. 영상과 소리를 함께 즐길

형 원뿔 혼(horn) 스피커로 유명한 오스왈드 밀 오디오(OMA)의 공간이다.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간 디자인을 맡은 지음 아틀

한지 느낌의 유리 문과 격자무늬 문창살 벽면이 왠지 익숙하다. 창덕궁 내 창

리에 박재우 소장은 여기에 후각적 즐거움까지 더

문이 잇달아 보이는 공간을 찍어 한지에 프린트한 미디어 아티스트 김희원의

했다. 피톤치드가 나오는 편백나무로 벽면을 촘촘

커다란 작품도 마찬가지다. 창립자 조나단 바이스가 “OMA는 한국적인 공간,

하게 처리한 것. 벽면을 감싸는 십자형 반턱짜임

빈티지를 좋아하는 누군가의 방 같은 곳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방식의 요철이 기하학적 군무를 이뤘다.
150인치 스튜어드 스크린 위로 소니 4K 프

덕분이다.
펜실베니아의 최상급 점판암(slate)으로 만들어진 검정 턴테이블은 돌

로젝션 플래그십 모델이 생생한 영상을 구현한다.

덩이 그 자체였다. LP판이 돌아가는 중에 턴테이블을 두드려도 전혀 영향이

최첨단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역시

없어 보였다. 기묘한 모양의 아이로닉(IRONIC)을 비롯해 독특한 자태를 자

최강의 사운드를 선보인다. 스타인웨이 링돌프 스

랑하는 스피커들이 곳곳에 보인다. 앰프를 이동시켜 모든 스피커와 연결해

탠드 스피커 2대를 비롯해 우퍼 스피커 4대와 벽

지하 1층 라운지에는 차와 음료가 준비되는 테이블과 음반 판매대가 마련돼 있다.

4층 ‘카르마(Kharma)’ 홀

2층 ‘버메스터(Burmester)’ 청음실

1층 ‘OMA’ 청음실

4층 ‘카르마(Kharma)’ 홀

3층 ‘스타인웨이 링돌프(Steinway Lyngdorf)’ 청음실

면 스피커 10대, 천장 스피커 4대가 사방팔방에서

의 광택과 금속성이 밝은 공간을 더욱 밝게 만든다. 한 자리에 앉아서 리모컨

뿜어내는 파워는 말그대로 압권이다.

을 이용해 스피커 별로 들어볼 수 있도록 4대를 동시에 연결해 놓았다. 앰프·

더욱 놀라운 것은 좌석. 미국의 찰스 앤 레이

스피커·케이블·오디오텍까지 전 라인이 갖춰진 보기 드문 브랜드다. 버메스터

임스 부부 디자이너가 만든 오리지널 라운지 체어

청음실의 특이한 점은 벽면 마감재를 철조망 스타일의 금속으로 처리했다는

와 오토만이다. 곡면 합판 기술이 축약된 최고급

것이다. 또 뒷면의 방음판은 회전이 가능한데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면 반사

의자다. 박 소장은 “프리뷰 공개 때 ‘임스 체어 10

가 잘 되는 맨질맨질한 판을, 일반 음악은 소리가 흡수되는 구멍 뚫린 판을 쓸

대가 한꺼번에 놓인 모습은 처음 본다’는 VIP들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음악을 듣지 않을 땐 빛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이 많았다”고 전했다.

3층은 테라스와 연결돼 더 널찍한 느낌을 준다. 긴 소파도 여유롭게 배

이 홀에는 보통 10명, 최대 25명까지 들어갈

치돼 있다. 그 한가운데에 ‘스타인웨이 링돌프(Steinway Lyngdorf)’가 있다.

수 있다. 가운데 의자에 앉아 몸을 눕혔다. 임 상무

피아노를 만드는 스타인웨이에서 작정하고 만든 스피커다. “사실 스타인웨이

가 비틀스 DVD를 넣고 ‘섬싱(something)’을 선

는 음대 나온 분들의 로망이죠. 큰 무대 위 스타인웨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

곡했다. 멤버 4명과 그들의 여자친구들이 모두 등

나 스타인웨이를 연주하거나 하는. 그래서 스피커를 잘 모르더라도 이름만 듣

장하는 뮤직비디오였다. 파릇파릇한 젊은 날의

고도 친숙하게 여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 상무는 다시 청음실로 안내했

비틀스가 거기 있었다. 그들의 맑은 노래와 투명

다. 3층의 청음실은 홈시어터 개념이다. 삼성 UHDTV에 케이블 방송이 연결

한 연주도.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에는 무언가 있

돼 있다.

어요 / 여느 연인들과는 다르게 저를 유혹하지요 /
그녀가 구애하는 방식에는 뭔가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4층. 파고다의 한 층 한 층을 오르며 점점 강한 적과 대적하
는 영화 ‘사망유희’에서의 리 샤오룽(李小龍) 심정으로 문을 열었다. 아치형
창틀을 세워 만든 복도로 프라이빗한 느낌을 살려낸 이곳에 네덜란드 브랜드

한 층 오를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카르마(Kharma)’가 있다. ‘울트라 하이엔드 오디오’로 불리는 만큼 이곳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깜짝 놀라게 된다. 촛불

개방은 예약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죽 장인 가문에서 자란 카르마 사장

들이 흔들리며 타고 있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

이 최고의 가죽을 이용해 직접 디자인했다는 의자부터 남달랐다.

앞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김희원 작가의 미디어 영

청음실로 들어갔다. 매니어들이 가장 좋은 매칭이라고 꼽는다는 조합이

상 작품이다. 실제로 초를 켜서 다 녹아 꺼질 때까

다. 면면은 이렇다. 앰프는 테너(Tenor Audio 350HP, Tenor Audio Line1),

지 7시간 동안 촬영했다고 한다.

소스는 버메스터(Burmester 069CDP), 그리고 스피커는 카르마(Kharma

오드는 매년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해 그 작가

Enigma Veyron EV2). 임 상무가 스피커 뒤로 가보라고 했다. 시리얼 넘버

의 작품으로 전관을 장식하기로 했는데, 그 첫 번

가 적혀있었다. EVSP001. 지난 봄 뮌헨 오디오쇼에 나온 것을 바로 가져왔다

째 작가다. 그러고 보니 1층 로비 초입에 걸려있는

고 했다. 아직 002는 제작중이라고 했다. 이 극강의 오디오 조합이 들려주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도 그의 작품이다.

사운드는 과연 어떨까. 글쎄, 이건 글로 쓸 게 아닌 것 같다. ●

주로 유럽에서 촬영한 작품이 많았다.
흰 대리석이 깔린 2층은 ‘버메스터(Burme
ster)’의 공간이다. 거울 같이 매끄러운 크롬 판넬

<오드 메종>
7월 25일 퍼블릭 오픈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8-14. 주차 10여대 가능. 발레파킹 불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쉰다. 청음실은 예약제 운영. 문의 02-512-4091
10월 제주 애월에 ‘오드 메종 제주’ 오픈 예정.

2층 ‘버메스터(Burmester)’ 홀

1층 헤드폰 울트라손(Ultrasone) 전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