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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타 스트링 기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스트링과 비슷한	

소리와	느낌	
이 나면서도	

오래 지속되는 전기기타	
스트링을 갖는 것입니다.



“ “

90년대 획기적인 코팅 스트링 기술을 개발한 이후 
엘릭서 스트링은 전세계 모든 기타 플레이어들의 
요구사항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저희는 탁월한 톤, 수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가 선호하는 톤과 느낌을 유지하면서 업계 
최고의 수명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를 최고의 어쿠스틱 기타 스트링 브랜드로 
만든 미션입니다.2  
이제 저희는 전기기타 시장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팅되지 않은 전기기타 스트링을 선호하는 플레이어들은 톤 수명에 비중을 두면서 산뜻한 톤과 
자연스러운 느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1

또한 코팅되지 않은 고급 스트링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코팅되지 않은 저비용 스트링은 침체 
상태라고 합니다.	2 코팅되지 않은 스트링의 플레이어들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원하는 특성을 가진 고급 
스트링에 기꺼이 투자합니다.
따라서 엘릭서 스트링은 자연스럽게 독점적인 코딩 기술을 활용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기타리스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주는 차세대 전기기타 스트링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OPTIWEB 코팅이 적용된 엘릭서 전기기타 스트링을 제품 라인에 추가함으로써 계속해서 고객을 늘리고 뮤지션들의 '필수 
방문' 장소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고정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신 혁신을 통해 코팅되지 않은 스트링을 
선호하는 플레이어들은 원하는 톤과 느낌을 잃지 않고 
코팅된 엘릭서 스트링의 모든 고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장 테스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OPTIWEB 
코팅은 NANOWEB® 및 POLYWEB® 코팅보다 
자연스럽고 익숙한 느낌을 주며 코팅되지 않은 
스트링과 구별하기 어려운 사운드를 냅니다.	3

OPTIWEB 코팅

테스트 사용 참가자들의 의견:
"코팅되지 않은 스트링같습니다." 

"이 테스트 세트의 톤은 맑고 산뜻합니다. 고품질의 
코팅되지 않은 스트링과 비슷한 사운드입니다."

"예전에 코팅된 스트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기타 스트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자연스러운 스트링처럼 연주하세요.	3	
엘릭서	스트링(Elixir	®	Strings)

엘릭서의 새로운 OPTIWEB™ 코팅 혁신

전기기타 스트링 포트폴리오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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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새로운 외관
강렬한 고급 패키징
OPTIWEB 코팅이 출시되면서 엘릭서 스트링이 
OPTIWEB, NANOWEB, POLYWEB 코팅 세트에 대한 
새로운 고급 패키징 디자인을 통해 전기기타 시장에서 
입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감을 살린 현대적인 패키지가 강렬한 인상을 주며 
시선을 사로잡고 읽기 쉬운 간단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과 점원 모두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강렬한 패키지의 '포장을 풀면' 새롭게 디자인된 
낱개 스트링 봉투와 소셜 미디어 활동을 위한 
해시태그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전기 기타리스트의 연주 스타일에 맞는 범위

따뜻하고 매끄러운 사운드에서부터 맑고 부드러운 
사운드, 산뜻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POLYWEB, NANOWEB, OPTIWEB 코팅을 비롯한 
당사의 전기기타 스트링은 플레이어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늘어나는 고급 스트링 시장을 완벽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엘릭서 전기기타 스트링은 코팅한 모든 연주자를 
위한 스트링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새로운 전기기타 스트링 제품군

코팅되지 않은 스트링과 코팅된 스트링의 플레이어 
모두 OPTIWEB 코팅 스트링의 톤이 코팅되지 않은 
스트링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3

OPTIWEB 코팅 스트링과 코팅되지 않는 스트링을 
비교하는 A/B 사운드 테스트를 직접 실행해보세요.

뮤지션도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elixirstrings.com/experience



ELX-593-BRC-KR-SEP16

19002 Super Light 9 11 16 24 32 42

19027  Custom Light 9 11 16 26 36 46

19052 Light 10 13 17 26 36 46

19077  Light/Heavy 10 13 17 32 42 52

19102  Medium 11 14 18 28 38 49

NANOWEB®

코팅

12002 Super Light 9 11 16 24 32 42

12027 Custom Light 9 11 16 26 36 46

12052 Light 10 13 17 26 36 46

12077 Light/Heavy 10 13 17 32 42 52

12102 Medium 11 14 18 28 38 49

12152 Heavy 12 16 24 32 42 52

12302 Baritone 12 16 22 38 52 68

12057 7-String Light 10 13 17 26 36 46

  - 56 - - - -

12450 12-String Light 10 13 17 26 36 46

  10 13 9 12 18 26

OPTIWEB™

코팅

POLYWEB®

코팅

12000 Super Light 9 11 16 24 32 42

12050 Light 10 13 17 26 36 46

GORE, Elixir, NANOWEB, POLYWEB, OPTIWEB, great tone-long life, “e” icon and other designs are trademarks of W. L. Gore & Associates. © 1997-2016 W. L. Gore & Associat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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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번호	 설명	 E-1	 B-2	 G-3	 D-4	 A-5	 E-6	

맑은 소리	–	자연스러운 느낌

산뜻한 소리	–	부드러운 느낌

파트 번호	 설명	 E-1	 B-2	 G-3	 D-4	 A-5	 E-6	

아티스트 피드백
“새로운 스트링은 최고입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던 스트링입니다. 
소리와 느낌이 뛰어납니다."

“제가 첫번째로 선택하는 스트링이 
될 것입니다.”

OPTIWEB™ 코팅신규

다른 스트링 브랜드와는 다르게 엘릭서 스트링은 전체 스트링을 코팅합니다. 
따라서 바깥 스트링 표면은 물론 다른 브랜드의 코팅되거나 코팅되지 않은 기타 
스트링에서 톤을 죽이는 잔여물이 쌓이는 감은 줄 사이의 틈을 보호합니다. 일반 
스틸 스트링의 녹슬지 않은 도금은 전체 세트에 더 긴 톤 수명을 보장합니다.
엘릭서 스트링은 코팅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어떤 스트링보다도 음색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1

전기기타 스트링	-	니켈 도금 스트링

따뜻한 톤	–	매끄럽고 빠른 느낌

파트 번호	 설명	 E-1	 B-2	 G-3	 D-4	 A-5	 E-6	

커버 인용문:	전기기타 스트링 연구원	1.	엘릭서	스트링 연주자 설문조사		2.	MI	SalesTrak®		3.	엘릭서	스트링 전기 톤 및 체감 현장 테스트

엘릭서 스트링(Elixir® Strings)의 장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