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VIP EXPERIENCE
백화점 VIP의 눈에 비친 더 월은 어떤
모습일까.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하이엔드 오디오 매장 오드포트(ODE
PORT). 이곳에 VIP들을 위한 공간이
약 86㎡(26평) 규모로 마련됐다.
이곳은 세 번째 더 월 체험관.
앞서 영국 런던 해롯백화점 내
‘삼성 브랜드 명품관’, 삼성 브랜드
체험관인 ‘삼성 킹스크로스’가
영국의 VIP들을 만났다. 오드포트에
롯데백화점 도현동 고객 커플을 초청,
더 월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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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월의 화질과 사운드를 체험했다. 첫인상부터

집 안 인테리어와는 어떻게 매치시키고 싶은지.

말해달라.

거실 벽지를 그대로 화면에 띄워 일체감 있게 활용하고

제일 놀란 점은 기술의 발전 속도다. 원래 TV나 테크

싶다. 테두리에 액자를 둘러서 명화를 띄워놓는 연출도

제품에 관심이 많았는데, 자녀 둘 낳아서 키우는 동안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런 쪽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오늘 오랜만에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을 집약적으로 체험했다. 몇 년의 공백을

현재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업적으로도 유용하게

빠르게 따라잡은 기분이다.

활용할 수 있을지.
패션 업종의 무역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회사에 80인치

원래 프리미엄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달아놓고,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올

어린 시절 아버지가 경차만 한 소니 TV를 구입하셨던

때마다 패션쇼 영상을 틀어놓곤 한다. 프레젠테이션이나

기억이 난다. 당시는 화면뿐 아니라 브라운관도 엄청난

토론을 할 때 활용하는데, 꽤나 효과가 좋다. 더 월이 그

크기였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나 역시 5년 전 삼성

자리에 들어가면 훨씬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스마트 TV를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 사양으로 구입했다.
아이들이 어려서 영화나 뮤지컬을 보러 갈 시간이 별로

야외에 설치해도 좋겠다. 화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없다. 집에서라도 즐기려고 구입했는데 맨날 뽀로로만

바이어 중 한 분이 자택에 빔프로젝터로 암실 영화 룸을

보는 것 같다.(웃음)

근사하게 만들어 놓았다. 나 역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그런 공간을 꿈꾸기도 한다. 그런데 더 월을 보니 그런

더 월이 아이들 교육용으로는 어떨 것 같나.

공간이 꼭 암실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개인 주택에

거창하게 교육용이라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즐기며

거주하는 분이라면 정원에 설치해도 근사하지 않을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관계자분이
동물과 자연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틀어주셨는데, 그런

더 월을 집 안에 설치하면 어떤 콘텐츠를 즐기고 싶나.

실감 나는 체험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또

아까 더 월을 통해 영화 <위대한 쇼맨>을 감상했는데,

전화 02-512-4091

아내가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한다. 실제

특유의 화질과 사운드 덕분인지 굉장히 인상 깊었다.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25길 15-10

공연장에서 VIP석에 앉지 않는 이상, 더 월로 보는 게 더

아이들이 잠들면 아내와 조용하게 공연 콘텐츠를 즐기고

홈페이지 smsng.co/the_wall_reservation

나을 것 같다.

싶다. 와인 한잔 곁들이면서.

예약 및 문의 ODE 더 월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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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더 월로 보고 싶다.
실제 공연장에서
VIP석에 앉지 않는
이상, 더 월로 보는
게 더욱 실감 나는
경험일 것 같다.”

스피커는 DALI PHANTOM S-280
덴마크 브랜드 DALI(달리)의
대표적인 인월 타입 스피커.
특유의 슬림한 디자인으로 타협
없는 오디오 성능과 더불어
북유럽 스타일 인테리어 오브제
역할에도 훌륭하다.
생산국: 덴마크
채널: 스테레오, 멀티채널 가능
추천 공간: 거실, 카페, 다목적
공간 등
수입원: ODE(오드)

EXPERT INTERVIEW
마스터피스의 탄생 비화.
더 월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삼성전자 VD 마케팅팀
이현경 담당자에게 물었다.

어떤 고객층을 타깃으로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나만의 경험과 특별한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이들이다. 그들은 직접 구매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의 매스 마케팅과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런 고객층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오드와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더 월 제품을 외국의 호텔이나 럭셔리 리조트 같은 곳에서 많이 볼 수 있을까.
럭셔리 숙소의 고객은 그 방에서 최상의 경험을 하고 싶다는 니즈가 있다. 디스플레이에
있어 최상의 경험은 화질이며, 더 월은 고객들에게 최상의 화질을 제공할 수 있는
럭셔리한 제품이다. 양산형이 아닌 주문 제작 시스템이라 매스 제품처럼 많이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소수의 최고급 숙소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AI 기반 업스케일링 기술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을 통해 콘텐츠를 스크린 크기에 맞는 최적의 화질로
업스케일링해주는 기술이다. 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삼성의 고유한 프로세서, 퀀텀
프로세서 플렉스(Quantum Processor Flex)가 방대한 양의 영상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저화질의 콘텐츠 재생 시 최적의 화질을 파악하여 고화질로 재생될
수 있도록 화질을 높여준다(8K까지 가능). 이 기술을 통해 어떤 콘텐츠라도 스크린에
최적화된 화질과 최고의 몰입감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오드와 협업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드가 판매하는 오디오의 퀄리티와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오드는
전 세계에서 엄선한 하이엔드 음향기기를 독점 수입/소개하며, 아늑한 공간에서 고객이
특별함과 안락함을 느끼도록 1:1 프라이빗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최상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맞아 협업하게 되었다.
더 월이 럭셔리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 예상하나.
시장 트렌드를 보면, 집 안에서도 큰 화면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좋은 화질을 구현하는 화면의 사이즈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이제
더 월이 초대형 화면에서도 최상의 화질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또한, 가정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모듈형 방식으로 일반 16:9 화면뿐 아니라, 영화에
최적화된 21:9 비율 설치가 가능하며, 사이즈도 292인치까지 원하는 만큼 확장 가능하다.
개성이 중요해지는 시대, 집 안의 스크린도 원하는 대로 꾸미며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소비자가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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