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매업체 • 기타 제조업체 •  
기타 연주자 • 뮤지션

소매업체에게는 벽에 오랫동안 진열되어 있어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고객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기 기타,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기타를 오랫동안 새롭고 산뜻한 사운드와 
느낌으로 유지해주는 비용 효율적인 스트링 
교체 솔루션입니다.

엘릭서 스트링(Elixir Strings) 미니벌크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타 제조업체는 생생한 사운드를 유지하고 최상의 상태로 연주할 수 
있는 내구성 좋은 스트링이 장착된 기타를 제조해야 합니다.

기타리스트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연주할 수 있는 기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미니 벌크 스트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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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유명인사들의 후기를 
직접 읽어보세요:

기타가 제작된 후 주인을 찾을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타를 
연주해볼 것입니다. 다른 스트링 브랜드의 경우에는 오물, 땀, 기름기 및 공기가 스트링의 수명을 급속하게 
떨어뜨려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엘릭서® 스트링(Elixir® Strings)은 OPTIWEB™, NANOWEB®, POLYWEB® 코팅이 오래 지속되는 톤을 
보장하고 수개월 동안 기타의 성능을 유지시켜 줍니다.

벌크 프로그램의 혜택:

“모든 소매업체에게 골칫거리는 톤의 수명 
내에서 스트링의 유용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00파운드인 기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벽에 
걸려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동안 40여 
명이 명이 연주해볼 수도 있습니다. 엘릭서 
스트링은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
기타 제조업체/소매업체/기술업체인 
Manson Guitars의 Hugh Manson

“저희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엘릭서 
NANOWEB 코팅 스트링을 좋아합니다. 
기타가 매장에 걸려 있어도 내구성이 좋고 
녹이 슬지 않습니다. 새로운 악기를 사야할 
때는 첫 인상이 중요하거든요!”
기타 제조업체인 Nik Huber Guitars의 
Clemens

제품 설명 파트 번호 파트 번호 파트 번호
 25세트 50세트 100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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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량의 25, 50, 100개의 세트가 제공되므로 유연성이 확보되고 비용이 
절약됩니다.

•  기타의 사운드와 느낌이 오랫동안 산뜻하게 유지됩니다.

•  어쿠스틱 기타, 전기 기타, 베이스 기타 등 인기 높은 기타 종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트링의 손쉬운 교체를 위해 감기지 않은 상태로 미포장으로 배송됩니다.

•  가치가 추가된 엘릭서 스트링 행태그 및/또는 클링이 함께 제공됩니다.

•  수리점에 상향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엘릭서 스트링 연주자를 상대로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성능을 위한 열쇠:  

“저희 Bluedog에서는 데모 기타들의 
스트링을 엘릭서 스트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 지속되거든요. 이렇게 산뜻한 
소리와 느낌 덕분에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소매업체 Bluedog Guitars의 소유자인 
Jenn Ladd

“엘릭서 스트링을 사용하면 기타 소리가 
새롭고 산뜻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주, 언제 테스트하는지 상관 없이 
연주감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매업체 Session Music의 Reinhard 
Schön

미니 벌크 스트링 프로그램

미니벌크 세트를 구입하면 제공된 행태그 및/또는 클링을 기타 위에 표시하고 개별적인 재판매를 위해 
스트링을 다시 포장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Acoustic Phosphor Bronze with NANOWEB Coating

Electric Nickel Plated Steel OPTIWEB Coating

Electric Nickel Plated Steel NANOWEB Coating

Electric Bass Nickel Plated Steel with NANOWEB Coating

Electric Bass Stainless Steel with NANOWEB Coating

Acoustic 80/20 Bronze with NANOWEB Coating

Acoustic 80/20 Bronze with POLYWEB Coating

Extra Light (10-47) 16005 16003 16004
Custom Light (11-52) 16026 16028 16029
Light (12-53) 16057 16053 16054
Medium (13-56) 16105 16103 16104

Super Light (09-42) 19005 19004 19003
Custom Light (09-46) 19025 19029 19028
Light (10-46) 19055 19054 19053
Light/Heavy (10-52) 19075 19079 19078
Medium (11-49) 19105 19104 19103

Super Light (09-42) 12005 12004 12003
Light (10-46) 12055 12054 12053

4-String Light/Medium, Long Scale (45-105) 14078     − − 

4-String Light/Medium, Long Scale (45-105) 14678     − −

Custom Light (11-52) 11026 11029 11028
Light (12-53) 11057 11054 11053

Light (12-53) 11058 11055 11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