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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h Pirazzi
Gold
A refined and powerful
string
●

●

●

현이 길들여지는 시간 최소화
잘 울려퍼지고 힘차며 투박한 음색
피아니시모에서 포르테까지 반응이 매우 뛰어남

설명

Evah Pirazzi Gold Cello St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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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

●

●

●

A와 D현은 고강도 강철심으로 이루어졌고 정밀
한 크롬철로 감싸졌습니다. 그렇지만 G와 C현은
특수 강철 로프 코어를 고품질 텅스텐으로 둘러
쌌습니다.
Evah Pirazzi Gold 현의 낭랑한 소리는 힘차고,
잘 울려퍼지며 훌륭합니다.
이 새로운 금속현은 다양하게 배음을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달력이 뛰어나고 거슬리는 금
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Evah Pirazzi Gold 첼로 현은 모든
다이내믹 레인지에서 반응이 매우 뛰어나고 신
속합니다. 아주 가벼운 활의 압력에도 즉시 반응
합니다.
현이 길들여지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소리스펙트럼이 잘 펼쳐질 수 있게 하
였습니다.

세트
●

●

●

●

●

각각의 Evah Pirazzi Gold 첼로현마다 고유의 특
성이 있지만, 합주에서 훌륭한 하모니를 만들어
냅니다.
A현은 매끄럽고 다채로우며 은방울이 구르는 듯
이 맑은 소리를 내고, 이는 솔로이스트들의 기대
를 충분히 만족시킵니다.
D현의 소리의 특징은 매력적이고 화려하며 경
쾌하다는 것입니다.
G현으로의 끊어짐없이 매끄러운 연결은 현을
처음 끼운 후에 바로 톤을 더욱 커지게 하고 더
잘 전달되도록 합니다.
C현의 힘차고 잘 울리며 투박한 소리는 감동을
주며, 이는 이 세트를 강력하게 완성시킵니다.

테일피스 옵션

A- 및 D-steel/chrome steel,
G- 및 C-rope core/tungsten

●

굵기
●

●

모든 현은 볼 엔드가 있음

사이즈

medium

●

Evah Pirazzi Gold현은 4/4 사이즈에서 구입가능

선택
음조

상품 설명

사이즈

킬로그 팩

테일피스

상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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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8일 (월)
첼로 > 금속 코어 현 > Evah Pirazzi Gold

Page 3 of 3

음조

상품 설명

사이즈

킬로그 팩

테일피스

상품 번

A

Steel/Chrome Steel Mittel

4/4

17,8

335120

D

Steel/Chrome Steel Mittel

4/4

14,0

335220

G

Rope Core/Tungsten Mittel

4/4

14,0

335320

C

Rope Core/Tungsten Mittel

4/4

13,4

335420

SET

Mittel

4/4

335020

송진
Cello Evah Pirazzi Gold현을 위해 ”Evah Pirazzi Gold” 송진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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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