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 메종

인생에 한번쯤은 누려도 좋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사동 가로수길을 어슬렁거린다. 딱히 볼 일이 있어서가 아
니다. 동네의 분위기와 활력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다. 모세
혈관처럼 갈라진 뒷골목에 들어선 가게들이 낯설다. 업종을
바꾼 새 가게라서 그렇다. 동네의 활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는 하나 그래도 생동감은 여전했다. 가로수길의 진짜 매력은
이면 도로에 감추어진 감각과 취향을 파는 가게에 있다. 도
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 이런 전문성과 개성이 드러나는 멋
진 가게들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면 그 동네가 지루
해졌다는 뜻이다.
이면 도로를 지나면 가게의 간판이 보이지 않는 주택가
가 나온다. 이곳에 우뚝한 성채처럼 서 있는 건물이 있다. 주
변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아 당혹감마저 든다. 검정 벽돌의
무게감으로 묵직해 보이는 건물에는 창문이 없다. 뭔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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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 메종 외관

한 용도를 짐작케 하지만, 건물의 정체는 알기 어렵다. 잔디
와 잔돌을 가로지르는 짧은 디딤돌과 붉은색 아크릴 장식을
한 현관이 아름다웠다. “ODE”란 영문만 쓰여 있는 간판만으
로는 도저히 이 건물에서 무엇을 하는지 짐작키 어렵다. 얼
핏 비치는 현관문 너머의 직원들은 젊고 건장하며 미남 청년
들로, 정장 차림으로 서 있다.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비밀 사
교 클럽 같은 분위기였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비로소 ODE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감을 잡았다.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여 개발된 ‘하이엔드 오
디오(High end Audio)’를 취급하는 전문 매장이자 수입 업무
까지 병행하는 회사였다. 건물의 전 층은 오디오 기기의 쇼
룸과 브랜드별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청음 공간, 돌비 애트
모스(Dolby Atmos)가 구현되는 시네마 룸 등으로 쓰이고 있
다. 세계 여러 나라의 오디오 숍을 둘러봤다. 물론 전부 다
가 보진 못했지만, 독립 건물 전체를 오디오만으로 채운 곳
은 없었다. 세련된 비엔나와 뮌헨 같은 유럽의 도시에서도,
없는 것이 없다는 홍콩과 도쿄에서도 보지 못했다. 놀라웠
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곧 세계 최고인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본다. ‘오드 메종(ODE Masion)’ 내부의 아름다움과 갖추어
놓은 오디오 기기의 수준을 보면 최고란 수사가 공허하지 않
다. 요즘 화제가 되는 핫 플레이스가 많은 세계 도시의 예를
들 때, 슬슬 서울이 등장하는 추세와도 통한다. 적어도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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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판매하고 즐기는 영역에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

대로 현실이 꿈처럼 느껴지면 외려 비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준을 실현했다. 실체가 없는 자부심이란 꾸며 낸 억지이기

눈앞에 펼쳐지는 오드 메종의 고급스럽고 호화로움에서 느

십상이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문화 도시에서나 있을 법

껴지는 당혹감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한 최고의 상태를 서울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회는 각별하

건물의 각 층은 세계의 좋은 오디오 기기를 직접 보고

다. 단언컨대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가장 멋지고 본격적인

듣고 확인해 보는 독립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하고

오디오 숍은 서울 신사동에 있다. 오드가 있어 서울이란 도

엄청난 것들 앞에선 설명이 필요 없다. 보는 순간 그 자체의

시의 매력을 하나 더 더했다고 해도 좋다.

존재감이 먼저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는 미술관에서 만난 인

소리의 황홀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상 깊은 그림의 효과와도 비슷하고, 유명 콘서트홀에서 실연
의 감동을 느낄 때의 상태와 다를 게 없다. 생생한 음악을 들

‘오드 메종’은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해지

려주기 위한 오디오 기기들은 하나같이 본격적인 수준의 물

고 가슴 뛰는 공간 체험을 선사한다. 처음 건물을 설계할 때

건들이다.

부터 용도를 분명히 했으므로 어설픈 부분이 없다. 건축미와

모든 것을 인스턴트화시키는 경박단소(輕薄短小)가 미

실내 장식의 수준이 그 무엇을 생각하든 기대 이상이다. 방

덕인 시대에 중후장대의 스케일로 접근하는 브랜드 제품이

의 면적이 넓고 천장이 높아서 평소 느껴 보지 못했던 넉넉

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닌 ‘이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를 보

한 시각적 포만감을 준다. 서울의 여느 빌딩에 들어서면 왠

여 주는 것 같았다. 이들 오디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한 전제

지 불편했던 이유를 알 것 같다. 불과 몇 미터, 몇 십 센티미

가 공간이었다. 원하는 음악을 무엇으로 어떻게 들을 것인가

터가 커졌을 뿐인데 규모의 여유를 몸이 먼저 받아들이는 듯

를 거꾸로 사용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오디오를 포함한

하다.

공간 전체의 구성이 경험의 대상이었다. 예전의 오디오 숍

비례와 균형의 아름다움이 건물에 있다면, 좋은 재질이

과 다른 부분이다. 오디오 기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그를 포함

풍기는 세련된 느낌은 실내 디자인이 주었다. 여기에 더해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상품인 셈이다. 음악과 오디오가 있는

고급 가구와 집기는 격조 높게 방문객을 배려했다. 이곳에서

풍요로운 삶의 모습을 제안하고, 그를 직접 체험시키는 데

일하는 직원들의 태도와 몸가짐은 럭셔리의 실체가 무엇인

모아져 있다. 이제 우리는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지 않는다.

지 실감케 된다. 꿈이 너무 생생하면 현실처럼 여겨진다. 반

감각으로 생각하는 시대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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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 파격적으로 디자인한 새로운 브랜드의 오디오

다. 순간 들게 되는 행복감이 중요하다. 앰프를 켜면 진공관

기기가 놓여 있다. 두 세대 전쯤의 낡은 기술 방식을 복원시

의 불빛은 내일도 또 모레도 켜진다. 오디오는 단속적 쾌감

킨 혼(horn) 스피커와 3극 진공관의 조합은 그 크기와 형태

을 반복해 주는 쓸 만한 물건이다.

를 납득케 하는 소리를 들려준다. 눈이 귀를 쫑긋 세우게 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자작나무가 흔들렸다. 음

고, 귀가 눈의 초점을 고정시킨다. 단번에 흘러나오는 소리

량을 크게 틀어 놓은 스피커의 볼륨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

에 몰입된다. 너른 공간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커다란 스피

소리는 농밀해져 바이올린의 선율조차 흐느끼듯 들리게 했

커가 음악을 도취의 상태로 이끈다. 과거의 좋았던 것을 다

다. 너무 사실적이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했다. 소리의

시 끄집어 낸 레트로풍의 오디오다. 디지털 전성시대를 산

황홀이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다. 눈과 귀, 혀와 손끝

세대에게 과거는 너무 매력적인 새로움이다.

이 동시에 반응하는 공감각이었다. 어디서도 체험하지 못한

오디오 기기는 소리를 내는 조각품 같다. 좋은 소리를

강렬함이었다. 상태를 반복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당장

위해 결정됐다는 합금 주물로 만든 형태는 지금까지 보지 못

눈앞의 스피커와 앰프를 사고, 공간의 분위기를 이처럼 꾸미

했다. 제작자의 상상력은 예술적 감수성에서 비롯되었음을

고 싶어졌다.

알겠다. 주물 표면이 매끈해지도록 수없이 닦아 냈을 공들인
솜씨는 독특한 금속광택으로 빛났다. 쓰지 않을 때 보이지

각 층마다 펼쳐지는 하이엔드 오디오들의 향연

않게 가려 둘 필요가 없다. 스피커는 쓸 때보다 그냥 서 있는

한 층을 더 올라가면 다른 분위기의 방에 오디오 시스템이

시간이 더 많다. 아름다움이 왜 필요한지 납득하지 못하는

연결되어 있다. 푹신한 가죽 의자에 앉으니 마치 영화 속 주

이들에게 스피커는 그 답을 일러 준다.

인공이 된 듯하다. 바텐더가 만들어 준 칵테일 한 잔을 들

커다란 필라멘트를 달궈 벌겋게 달아오른 진공관 앰프

고 함께 온 이와 건배를 했다. 타이밍에 맞추어 엘렌 그리모

가 스피커를 밀어 준다. 따스하고 포근하게 새어 나오는 불

(Helene Grimaud)의 피아노 연주곡이 흘러나왔다. 단연 최고

빛은 보랏빛을 품었다. 어둑한 실내조명에 섞인 빛은 관능적

의 피아노라 불리는 스타인웨이 앤드 선즈(Steinway & Sons)

이기까지 하다. 온더락스(on the rocks)된 차가운 위스키가

의 매끄러운 검정 광택을 그대로 빼어 박은 덴마크의 스피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소리의 감흥은 커져만 갔다. 모두

링도르프(Lyngdorf)는 엘렌 그리모를 불러낸 듯 생생한 음악

눈앞에 보이는 진공관 앰프의 불빛이 만들어 낸 소리 때문이

을 들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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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각 층은 세계의 좋은 오디오 기기를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해 보는 독립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
하고 엄청난 것들 앞에선 설명이 필요 없다. 보는 순
간 그 자체의 존재감이 먼저 느껴지기 때문이다.
오드 메종의 2층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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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미니멀한 실내 공간 또한 매끄

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을 것이다.

러웠다. 벽에 붙은 사진 작품은 분위기와 썩 어울리는 조합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는 스피커와 앰프의 조합을

이었다. 검정 프레임이 된 창문 너머의 풍경은 정갈하고 힘

갖추어 놓은 방도 있다. 궁극의 사운드를 만들기 위한 각자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 준다. 작가의 역량이 놀라웠다. 가

의 조합도 자문(諮問)할 수 있다. 오디오 기기를 좋아하는 이

구와 사진 액자로 포인트를 삼은 커다란 방엔 길고 높은 스

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곳이다. 오드 메종은 오디오

피커의 존재감이 더해졌다. 양편에 서 있는 두 대의 스피커

마니아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준다. 좋은 음향을 위해

는 맑고 투명한 음감으로 실내를 꽉 채웠다. 음악이 흐르는

흡음과 차음 분산률을 최적화시킨 공간으로 설계해서다. 잔

동안 방안의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 움직이는 듯한 환영을 봤

향과 울림도 적절하다. 자칭 최고의 스피커를 만들었다는 제

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 동조 현상일지

작자가 직접 찾아와 여기를 돌아봤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

모른다. 기분에 따라 재즈와 록 음악도 듣고 싶다. 실연의 감

도 보지 못한 완벽한 공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

동을 내 방에서 똑같이 느낄 수 있을 듯하다.

근엔 자국의 스피커를 수입해 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에

또 한 층을 올라가면 집안의 영화관이라 할 시네마 룸을

스토니아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했다. 오드 메종의 진면목을

만들어 놨다. 소리가 새어 나가는 걸 막기 위해 차음·방음 시

확인하기 위해 내부 공간을 일일이 체험하려면 하루도 모자

설을 했다. 좋은 울림을 위해 직육면체의 방 전체를 편백나

란다.

무 블록으로 처리했다. 음향 효과를 위한 선택이지만 은은
하게 배어나오는 나무 향이 좋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볼륨

인생이 허망해질 때 음악을 선물하다

을 크게 해서 영화를 봤다. 성능 좋은 프로젝터와 결합된 AV

누구든지 한 번쯤 삶의 의미와 자신의 현재를 비추어 보게

사운드는 영화를 몇 배나 실감나게 해 준다. 시간을 맞추지

마련이다. 인생의 허망함이 다가올 나이쯤 음악과 오디오를

못해 가지 못했던 영화관이다. 아무 때나 남의 눈치 보지 않

알게 된 이가 있다. 클래식 음악에 심취해 섬세한 선율과 음

고 마음껏 영화를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했다. 집의 크

색을 내주는 오디오의 세계에 빠져 들었다. 오디오란 소리

기에 따라 시네마 룸을 축소해도 비슷한 효과가 났으면 좋겠

의 완성으로 이상을 실천하는 과정의 예술이란 점도 알게 됐

다. 기술 자문과 설치를 해 주고, 기기 운용에서 공간의 시공

다. 음악의 위안으로 삶이 바뀔 수 있음도 깨달았다. 도취의

까지 맡아 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 집을 새로 짓는다면 꼭 이

황홀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도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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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오디오가 어떤 것인지 파악했고, 제대로 울

의 공감으로 커져야 했다. 오디오를 중심으로 한 공간의 아

릴 공간을 갖췄다. 성격상 과정의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하

름다움과 관련 교양의 공급까지를 오드 메종의 사명으로 삼

루 종일 음악을 들으며 세월을 보냈다고 했다. 관계자의 전

았다. 이전까지 오디오를 플랫폼으로 삼은 문화 기획과 실천

언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그동안 세상에

은 없었다. 음반 매장을 냈고, 제주와 대구에도 오드 메종을

좋다는 오디오 기기는 모두 섭렵했다. 평생 걸릴지 모르는

세웠다. 다행히 여력이 있어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낡은 반

과정의 단축이 이루어졌고, 차츰 자신의 오디오 세계가 구축

복을 거부하는 한 인간의 체험과 성찰은 세상에 유용하게 돌

되어 확신의 경지를 열었다.

려졌다. 사람들은 오드 메종의 화려함에 가려진 숨은 의미를

인류의 위대한 음악 유산에 탄복했고, 그 깊이의 감동에

잘 모른다.

눈물을 흘렸던 시간의 선물이다. 늦깎이로 비로소 자신이 무
엇을 좋아하는지 알았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음악이 자신
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으로 작용하는지도 알게 됐다. 그동
안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 주자는 마음으로 자신
이 느꼈던 음악적 울림과 깊은 감동의 공감을 구체화시킬 꿈
을 꾸게 됐다. 최고 수준의 오디오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결정
적 이유다.
노(老) 사업가의 결단은 단호했다. 본 업종과 전혀 관계
없는 오디오 사업부를 차려 독립시켰다. 수익성을 우려한 반
대 의견이 더 많았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세상엔 자신
과 같은 사람들도 있으리란 생각이 우선됐다. 오드 메종으로
새로운 삶을 제안한다. 누구나 아름다움이란 사치와 허영을
인생의 한 지점쯤에 누려 보길 바랐다. 훌쩍 늙어버린 자신
에게 허망함 대신 선물 하나 쯤은 챙겨 주라는 거였다.
더 나은 삶을 이끌어 준 음악과 오디오의 위안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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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윤광준이 사랑한 공간
가이드

2
0

제1부

일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공간
서울 6호선 녹사평역

www.seoulmetro.co.kr

facebook @SeoulMetro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
02-6311-6291
앤트러사이트

http://anthracitecoffee.com

facebook @anthracitecoffeeroasters

instagram @anthracite_coffee_roasters
합정점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5길 10
02-322-0009
제주점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564
064-796-7991
한남점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40
02-797-7009
서교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11
02-322-7009
연희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35
02-332-7991
강남점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05 통영빌딩 1층
씨마크 호텔

www.seamarqhotel.com

instagram @seamarqhotel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406번길 2
033-650-7000

나의 화장실 순례기
사운즈 한남

facebook/instagram @sounds.hannam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35
02-511-7443

포시즌스 호텔 서울

www.fourseasons.com/kr/seoul

facebook @FourSeasonsHotelSeoul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7
02-6388-5000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www.p-city.com

facebook/instagram @pcitykorea

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길 186
1833-8855

망해사 해우소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10길 94
063-545-4356
초량1941

www.choryang.com

instagram @_choryang

부산시 동구 망양로 533-5
051-462-7774

제2부

그곳에서 쇼핑을 하면
즐거운 이유
스타필드

www.starfie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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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starfield.official.kr

동춘175

하남점

facebook/instagram @dongchoon175

instagram @starfield.official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
1833-9001
고양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55
1833-9001
코엑스몰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02-6002-5300

www.dongchoon175.com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175번길 6
080-500-0175

제3부

작품 말고도 볼 것이 많은
예술 공간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회원 전용 입장

facebook/instagram @mmcakorea

http://library.hyundaicard.com
디자인 라이브러리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31-18
02-3700-2700

www.mmca.go.kr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02-3701-9500

트래블 라이브러리

롯데 콘서트홀

02-3485-5509

facebook @LOTTECONCERTHALL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52길 18
뮤직 라이브러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46
02-331-6300

www.lotteconcerthall.com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몰 8층
1544-7744

제4부

개인 취향과 사회 가치가
제대로 구현된 곳
부천아트벙커 B39

베어트리파크

facebook/instagram @pungwoldang

뮤지엄 산

음반 매장 02-512-2222

facebook/instagram @museumsan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39, 4~5층
아카데미 02-51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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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useumsan.org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260
033-730-9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6가길 30
02-6245-6372
F1963

세종시 전동면 신송로 217

instagram @f1963_official

facebook/instagram @beartreepark
044-866-7766
죽설헌

www.f1963.org

부산시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
051-756-1963

나주시 금천면 촌곡 27

오드 메종

죽설헌은 박태후 화가의 개인 화실입니다.

instagram @ode.seoul

010-3657-7979

항상 열려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연락해야 합니다.

지하 1층

www.pungwoldang.kr

www.piknic.kr

http://beartreepark.com

02- 513-2900

02-6040-2345

02-720-8409

facebook/instagram @piknic.kr

032-321-3901

instagram @amorepacificmuseum

풍월당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33

경기도 부천시 신흥동 삼작로 53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facebook/instagram @boan1942

피크닉

facebook/instagram @b39.space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6길 46

http://b1942.com

https://b39.space

쿠킹 라이브러리

http://apma.amorepacific.com

보안1942

http://ode-audio.com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25길 15-6
02-512-4091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02-724-0135

제5부

보고 듣고 먹고 노는 사이에
안목은 자란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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