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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웨이 링도르프 등,

덴마크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한 자리에

김관명

로얄 코펜하겐의 도자기 식기 세트

‘오디오의 귀족’ 스타인웨이 링도르프(Steinway Lyngdorf)

기에서 따로 출력을 뽑아내 서브우퍼를 울리는 등 창의적 발

등 덴마크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한 자리에 모였

상을 계속 선보여 왔다. 또한 소스 기기에 룸 음향보정 기술

다. 2월21~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하이엔드 오디오 리

인 ‘룸 퍼펙트(RoomPerfect)’ 기술을 담은 사운드 프로세서를

테일 숍 오드 메종(ODE Maison)에서 주한 덴마크대사관

내장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아시아에 단

이 주최한 ‘덴마크 애트모스피어’(Denmark Atmosphere) 특

한 대밖에 없는 ‘Model C White Special Edition’를 비롯해 신제

별전이 열렸다. 스타인웨이 링도르프를 비롯해 링도르프 오

품 ‘Model B’가 아시아 최초로 공개됐다. ,

디오(Lyngdorf Audio), 도자기 브랜드 로얄 코펜하겐(Royal

시스템 전체가 흰색 하이글로스 마감인 ’모델 C 화이트 SE’

Copenhagen), 플라워&디자인 브랜드 니콜라이 버그만(Nicolai

는 스피커와 서브우퍼, 그리고 옵션인 헤드유닛으로 구성됐다.

Bergmann) 등 덴마크 브랜드들이 함께 했다.

사운드 프로세서와 CDP로 구성된 헤드유닛과 스피커는 물론

스타인웨이 링도르프는 미국 유명 하이엔드 피아노 제조사

디지털 케이블로 연결된다. 스타인웨이 피아노와 함께 전시된

스타인웨이 선즈((Steinway & Sons)와 덴마크의 링도르프 오

‘모델 B’는 다이폴 구조의 중고역대 드라이버에 우퍼가 앞뒤

디오가 2007년 출범시킨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165년 전통

각각 3개씩 장착된 독특한 형상이 눈길을 끌었다. 오드 메종 3

의 스타인웨이 선즈가 설립 후 처음으로 ‘스타인웨이’라는 브

층에 전시된 플래그십 ‘모델 D’는 스피커 타워 높이가 205.8cm,

랜드와 엠블럼 사용을 허락해 화제를 모았다. 링도르프 오디

무게가 174kg에 달하는 위용을 자랑했다. 역시 내장된 풀디지

오는 덴마크의 스피커 브랜드 달리(Dali) 등을 설립한 오디오

털 앰프가 4옴에서 400W 출력을 뿜어낸다.

장인 피터 링도르프(Peter Lyngdorf)가 2005년 설립했다.

오드와 링도르프 오디오가 협업, 전 모델이 덴마크에서 제

스타인웨이 링도르프는 중고역대 드라이버 후면이 공개된

작되는 ‘애트모스피어’(Atmosphere) 스피커와 진공관 앰프도

다이폴(dipole) 스피커 타워에 풀디지털 앰프를 내장하고, 여

이번 행사에서 첫선을 보였다. 오드는 현재 스타인웨이 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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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프와 부메스터, 카르마, OMA 등의 수입사이기도 하다. ‘애

히 식물문양을 새긴 1789년산 도자기 식기세트 ‘플로라 다니

트모스피어’ 스피커는 트위터 주변에 목재 혼을 단 2웨이 구성

카’가 선보여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의 플로어스탠딩 스피커로, 전면을 다양한 색상의 목재 그릴로

덴마크 출신 플로리스트가 세운 니콜라이 버그만은 전시장

바꿀 수 있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전면 하단에 마련된 커다란

을 향기와 꽃으로 가득 채웠다. 북유럽의 모던한 센스와 섬세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도 디자인적 포인트. 가격은 1200만 원

한 연출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니콜라이 버그만은 지난 2015

으로 책정됐다.

년 포시즌스호텔 서울에 오픈, 플라워숍 뿐만 아니라 각종 이

‘애트모스피어’ 앰프는 2가지 모델을 선보였는데 모두 진공

벤트, 호텔 관내 플라워 장식을 맡고 있다.

관 인티앰프였다. ‘AP-80’은 EL34 진공관을 푸시풀 구동하며 초

주한 덴마크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덴마크 애트모스피어’

단관에는 6922, 드라이브관에는 6SN7, 정류관에는 5U4가 투입

특별전에 대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덴마크의 고품격 라이

됐다. 토글 스위치로 트라이오드, 울트라리니어 모드를 선택할

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기회였다”며 “덴마크

수 있으며, 입력단은 RCA 3조만 갖췄다. 이밖에 KT88을 싱글

의 오랜 역사와 예술적 가치가 담긴 제품들의 아름다운 조합

구동하는 또다른 모델은 링도르프 오디오의 CDP ‘CD-2’에 물

을 선보일 수 있어서 매우 뜻 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려 ’애트모스피어’ 스피커를 마음껏 울리기도 했다. 볼륨 노브
를 돌리면 주위의 LED가 차례대로 켜지는 방식이 솔깃했다.
링도르프 오디오는 ‘CD-2’를 비롯해 400W(4옴) 출력의 인
티앰프 ‘TDAI-3400’, 안길이가 11.5cm에 불과한 벽걸이형 스
피커 ‘FR-1’ 등을 소개했다. 폭 34cm, 높이 57cm, 무게 9.1kg의
‘FR-1’은 1인치 소프트 돔을 가운데 두고 6.5인치 미드베이스
유닛이 위에, 8인치 보조 유닛이 아래에 위치한 독특한 형상을
취했다. 공칭 임피던스는 4옴, 감도는 89dB, 주파수응답특성은
50Hz~20kHz를 보인다.
한편 오드 메종 2층에는 1775년 설립돼 덴마크 왕실을 비롯
한 전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로얄 코펜하겐의 도자
기들이 대거 전시됐다. ‘왕실의 보물, 플로라 다니카’(A Royal
Treasure, Flora Danica)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전에는 특
링도르프 오디오 ‘FR-1’

스타인웨이 링도르프 모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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