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UIS XIII 꼬냑에서 “ONE NOTE PRELUDE”를 선보이다 
 
 

LOUIS XIII 꼬냑 잔을 건배할 때 소리나는 특정 “G#” 음표에 대한 

헌정으로서의 컴포지션. 단 하나의 음으로 된 멜로디가 LOUIS XIII 꼬냑의 한 

방울과 마찬가지로 수 많은 깊이와 다양성을 제공한다. 
 
 

ONE NOTE PRELUDE 컴포지션은 유명한 재즈 작곡가와 첨단 로보틱스를 결합하여 

퍼포먼스를 연출한 개척의 정신이 돋보이는 프로젝트입니다. LOUIS XIII 꼬냑 잔 2개를 

부딪혀 건배를 하면, 매우 특정한 음, 즉 명료하고 길게 여운이 남는 G# 음이 

만들어집니다. ONE NOTE PRELUDE 컴포지션은 파리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 출신 

피아니스트인 야론 허만이 작곡한 특별히 주문받은 음악 작품의 독특한 음이 가진 

다양한 성격을 탐구합니다. 야론 허만은 오직 G#만을 사용하는 단일 음 심포니를 

작곡했습니다.  

“심포니에는 단순성이 복잡하게 들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음이지만, 수 많은 

깊이가 있습니다. LOUIS XIII의 한 방울과 같은 하나의 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하고 

발현한다는 아이디어는 제가 발견한 매력입니다” 라고 야론 허만은 말합니다. 
 

한 방울과 같은 하나의 노트가 수 많은 깊이와 발현을 보여줍니다 

야론 허만이 작곡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은 단 하나의 피아노 음으로 시작하여 

영리하게 청중을 끌어 들입니다. 그 다음 피아노는 동일한 음을 연주하는 현악 4중주와 

합류하지만, 옥타브가 다르고 대조적인 리듬을 사용함으로써, 각 악기마다 작품에 

텍스처, 구조와 하모니를 추가합니다. 바이올린이 주 멜로디를 제공하고,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는 색깔과 하모니를 추가합니다. 첼로는 리듬있는 베이스 라인을 

추가하면서 크레센도로 올라가는 멜로디에 구조를 덧씌웁니다. 
 

항상 한 세기를 앞서는 생각 

특별히 연출된 로봇 팔 한 쌍이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며 2개의 LOUIS XIII 꼬냑 잔과 

독특한 건배를 합니다. 이 로봇은 정밀한 각도와 정확한 속도로 G#의 음을 내게 됩니다. 

“ONE NOTE PRELUDE 컴포지션은 이 음표에 대한 헌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단 하나의 

노트가 갖는 다양성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최대 1시간 동안 우리의 미각에 남아 있는 

LOUIS XIII 꼬냑 한 방울의 음미에 대한 반향을 의미합니다” 라고 LOUIS XIII 글로벌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인 Ludovic du Plessis가 말합니다. 
 

2020년 4월, 이 고유한 로봇의 팔이 LOUIS XIII 부티크에 전시된 다음 세계를 순회할 

예정입니다.  
 
크레딧: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FF Los Angeles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Fred & Farid  

로봇 스타일링: Arnaud Lapierre Design Studio 
www.louisxiii-cognac.com 
 

음주는 자신의 책임입니다 
 

http://www.louisxiii-cogna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