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P EC IAL INSIDE

감미로운 음악 공간
귀를 활짝 열고 방문하자. 음악으로 통하는 감동의 한복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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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접속하면 오르페오를
보다 자세히 소개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의 감동을 증폭시키는 소리, 오르페오
무협지에서는 종종 눈 먼 검객이 단골 조연으로 등장한다. 제

오르페오는 하이엔드 오디오 수입사 ‘오드’의 사운드 시어터다.

“하이엔드 사운드가 주는 감동을 많은 분에게 알리겠다는 뜻으

난해 열띤 호응을 얻은 영화와 공연 실황을 두 가지 주제에 맞

법 비중 있는 실력자로, 공기의 흐름을 감지하듯 움직이는 물체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오르페오 한남의 경우 상영관 좌석은

로, 상영 이유와 명목이 분명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오르페오

게 재구성했다. 먼저 ‘The Best of ORFEO 2020’라는 주

를 날카롭게 인지해낸다. 웬 무협지 타령인가 싶겠지만, 오르페

30개지만 벽과 천장, 스크린 뒤까지 배치한 스피커는 그보다

의 큐레이터 박기태 PD는 설명한다. 지금까지 <원스>와 <물랑

제로 영화 <샤인>과 <위플래쉬>, 콘서트 <두다멜&뮌헨 필하

오의 오디오 시스템에 둘러싸인 동안 ‘눈 먼 검객이라면 이렇게

많은 34개에 달한다. 그랜드 조선 부산 호텔 내 위치한 오르페

루즈>, <위플래쉬> 등 대중적이면서도 음악이 돋보이는 영화와

모닉: 말러 운명 교향곡> 등을 선보인다. 2020년 오르페오 스

느끼겠구나’ 싶었기에 하는 말이다. 오른쪽 하늘에서 날아오른

오 해운대는 58석 규모에 37개 스피커를 장착했다. 스피커 브

<빈필하모닉 여름 음악회>, <뮌헨 신년 갈라콘서트-랑랑&마리

크린의 주역들을 소개하는 셈이다. 나아가 ‘Celebrate Your

새가 왼쪽 바닥으로 내려앉은 자리, 먹구름이 터뜨린 낙뢰가 바

랜드는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스타인웨이 링돌프로, 서라운

스 얀손스> 등 세계적인 공연 실황을 상영해 높은 호응을 얻었

Moments’라는 주제에 맞게 삶의 빛나는 순간을 조명한 작

닥에 내리꽂힌 지점을 두 귀와 팔꿈치, 발바닥으로 분명히 느꼈

드 사운드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를 적용해 생생한 소리를 전한

다. 여름 바캉스를 겨냥한 기획전, 와인과 샴페인을 곁들이는

품을 소개하며, 영화 <러브 액츄얼리>와 발레극 <호두까기 인

다. 어깨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과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다. 오르페오에서는 상영관이 아니라도 로비와 라운지에서 하

스페셜 프로그램도 돋보인다.

형>, 오페라 <라 보엠> 등을 엄선했다.

도 양 볼과 코끝으로 감지했다. 안마 의자만 한 좌석에 깊숙이

이엔드 스피커를 접할 수 있다. 오드는 독점 수입 오디오를 선보

지난 12월부터는 오픈 2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커튼 콜

기대 앉은 동안 모든 감각의 스위치가 켜졌다. 이론적으로는 몰

이는 5층 규모의 청음실 ‘오드 메종’도 운영하는데, 그 ‘미리 보

(Curtain Call)>을 진행 중이다(1월까지). 공연이 끝난 뒤 박

라도 본능적으로 ‘좋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기’ 격인 공간을 오르페오에 마련해둔 셈이다.

수갈채 속에서 주역들이 재등장하는 커튼 콜의 의미처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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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한남점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35 사운즈한남 5층
해운대점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2, 그랜드 조선 부산 호텔 B1,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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