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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e Solo
The gut string for
soloists
●

●

●

●

●

수작업으로 미세하게 감고 잘 다듬어진
(polished) 거트 현
매우 파워풀하며 화려한 음색
뛰어난 전달력
빠르고 쉽게 반응
전통적인 거트현 보다 확연히개선된 조율안
정성

설명

Passione Solo Violin Strings
특징
●

●

●

●

Passione Solo거트 현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감
싸고 특수연마 처리(polished)하여 제조하였으
며,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 음색에서 강한 힘과 화려함이 느껴집니다.
다이나믹 레인지와음색이 확장되었습니다.
음색이 힘있고 화려하며, 전달력이 뛰어납니다

●

●

길들이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Passione현은 전통적인 거트현 보다 더 빨리 연
주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쉽게 반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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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

E-Silvery Steel, A-aluminum, D- 및 G-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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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

●

굵기
●

●

Passione Solo현은 medium 굵기만 있음.
Passione Solo medium현은 표준 Passione
medium현 보다 약간 두꺼움.
Passione Solo Silvery Steel E-현: medium
(0.26mm).

봉투 포장
똑바로 눕힌 상태로 포장

테일피스 옵션
●

●

모든 A-, D-및 G-현에 볼 엔드가 있음.
E-현은 볼 엔드나 매듭으로 구입가능

사이즈
●

모든 Passione Solo 현은 4/4 사이즈로 구입가
능.

Special Features
파씨오네 G 현의 팩에 감는 갈색 부분은 A와 D 현
에 비교해볼 때 보다 깁니다. 이것은 의도한 것이
며 구조의 특징요소입니다. 팩 끝부분에 감는 보다
긴 부분은 줄감개집에서 현이 끊어지는 것을 막습
니다. 적어도 이틀 내지 삼일 후에 현의 늘어남은
끝이 납니다.

그 후에 팩에 감는 부분은 줄감개집에서 너트 뒤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바이올린으로 수많은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얻어진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많은 바이올린의 경우 파씨오네 G 현은 이미 처음
조일 때 바로 적응을 합니다.

MESSE NEWS 2010

Strings Handmade in Germany
Strings · Rosin · Accessories · since 1798
Pirastro GmbH · Senefelderstr. 80 · 63069 Offenbach am Main/GER · info@pirastro.com · T +49 69 840 090 -0 · F +49 69 831 663

www.pirastro.com
2020년 11월 30일 (월)
바이올린 > 거트 코어 현 > Passione Solo

Page 3 of 4

바이올린 현 Passione Solo
바이올린 현 세트 PASSIONE의 출시 후에 우리는
평가를 통해 젊은 바이올린 연주자들도 천연 산물
인 양 창자에 기초한 매우 최신식의 바이올린 현으
로 특허 받은 피라스트로사의 신개발을 열광적으
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주자들에 의해서 바이올린 현 PASSIONE의 놀라
운 소리 유지, 탁월한 반응성 및 즉각적인 연주 가
능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택
음조

상품 설명

사이즈

킬로그 팩

테일피스

상품 번

E

Ball Silvery Steel 26 Envelope

4/4

7,8

311381

E

Loop Silvery Steel 26 Envelope

4/4

7,8

311981

A

Gut/Aluminum Mittel Envelope

4/4

5,0

219281

A

Gut/Aluminum Mittel Straight

4/4

5,0

219282

D

Gut/Silver Mittel Envelope

4/4

4,9

219381

D

Gut/Silver Mittel Straight

4/4

4,9

219382

G

Gut/Silver Mittel Envelope

4/4

4,6

219481

G

Gut/Silver Mittel Straight

4/4

4,6

219482

SET

E-Ball Mittel Envelope

4/4

219081

SET

E-Ball Mittel Straight

4/4

219082

SET

E-Loop Mittel Envelope

4/4

219085

SET

E-Loop Mittel Straight

4/4

219086

송진
Passione Solo 바이올린 현을 위해 “Oliv / Evah Pirazzi” 송진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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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note:
The entire content of this file (data, texts, images, illustrations, and information of all types) is protected under copyright and trademark law,
where applicable also in favor of a third party. Therefore, it is not permissible to copy and distribute this file in its entirety or in part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spective originator/copyright owner. Unaffected remains regulation Â§ 53 UrhG (copying for private and other person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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