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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ART BOOKS에서  

« 루이 13세 코냑: 시소러스(LOUIS XIII COGNAC: THE 

THESAURUS) »를 발간합니다 
 

사실과 허구를 결합한  

코냑 루이 13세에 대한 찬사인 이 삽화 수록본은 독자를 매료시킬 것이며 2020년 4월 시판됩니다. 

 

 

 

수많은 럭셔리 브랜드 스토리를 발간한 영국의 ACC Art Books 출판사에서 « 루이 13 세 코냑 : 

시소러스 »를 공개합니다. 아트북인 시소러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호사스러운 코냑이 풍기는 매력에 

독자가 빨려들도록 안내합니다.  

 

 

« 루이 13세 코냑: 시소러스 »는 13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2개의 에피소드로 나뉩니다. 한 

에피소드는 “영화”, 다른 에피소드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각 에피소드는 이 코냑의 역사에서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합니다. 이 책은 16세기에서 22세기까지 

루이 13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릅니다.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이 가상의 이야기에서는 

실제 뉴스 보도와 인터뷰, 독창적인 삽화와 매력적인 사진이 어우러지며 상상을 바탕으로 한 미래의 

일화도 함께 펼쳐집니다. 

 

 

시작도 중간도 끝도 없습니다. 

기존의 스토리 텔링 장치를 무시하는 이 삽화 수록본은 끊임없는 시간의 주기를 반영하는 

몰입형 경험을 약속하며 루이 13세 유산의 역사와 미스터리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기념합니다.  

각 에피소드는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 노르망디 호의 대서양 횡단,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여행 

등 20세기를 정의했던 주요 사건 현장에 있었던 루이 13세의 역사적 존재를 특별한 방식으로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위엄있는 윈스턴 처칠 또는 조지 6세와 함께 루이 13세를 찾아보는 것이 

완벽하게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환상적인 사고로 유명한 루이 13세 코냑을 보여주면서 저자는 루이 13세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상상해봅니다. 고대 떡갈나무와 드라이어드(숲의 정령) 

사이의 상상의 대화는 2028년 리무쟁 숲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지며, 직접 들은 이야기로는 

2115년의 세계 출시 100주년을 기록합니다. 당신이 결코 볼 수 없을 영화. 

 

 

시소러스 속의 시간은 놀라운 방식으로 꼬이고 뒤틀리며 바뀌고, 이야기가 한 세기에서 다른 

세기로 건너뛰었다가 되돌아오면서 기존의 스토리 텔링 기술은 무시됩니다. 독자를 몰입시키는 

이 걸작은 독자에게 탁월한 선물을 제공하여 더 하우스(the House)의 오랜 유래를 깊이 파고들게 

해줍니다. 이 매력적인 이야기에는 실제 인물과 상황 그리고 창조해낸 인물과 상황이 섞여서 

나오고 원본 문서도 등장하며 창작 삽화와 우아한 사진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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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Art Books 소개  

ACC Art Books는 창조적인 예술에 관한 아름다운 책을 전문으로 출판하며, 50여 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최고급의 

현대 미술 및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ACC Art Books는 예술 출판 및 유통 분야를 선도합니다. 당사의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퍼져있으며 한 곳에서 최고의 일러스트 출판 자료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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