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이 13세에서는 타임 컬렉션의 두 번째 작품으로 1900년의 

파리를 기념하는 새로운 한정판을 출시합니다 

 
루이 13세의 첫 제조를 기념하는 첫 번째 작품 “THE ORIGIN – 1874”를 출시한 후, 더 하우스(the 

House)는 파리 조폐소(Monnaie de Paris) 및 크리스털레리 생루이(Cristallerie of Saint-Louis)와 

손을 잡고 루이 13세가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1900년의 파리에 경의를 표하는 이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프로젝트 영상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보도용 페이지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파리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던 1900년을 기념하는 창의적인 2,000병의 디캔터에 담긴 

한정판은 빛의 도시 파리의 예술과 장인 정신을 기념합니다. 
 

멀티미디어 보도 자료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multivu.com/players/uk/8693151-louis-xiii-launches-second-opus-of-time/ 

 

파리 세계 박람회 1900: 다가오는 세기의 스타일과 자부심과 재능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는 83,000개에 이르는 전시 업체가 참여해서 공학적 위업과 기술적인 승리와 

창의적인 능력을 과시한 세계 축제였으며, 100년 후에 다가올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창립자 Paul-Émile Rémy Martin 덕분에 루이 13 세가 

출품되었으며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작품 부문에 출품되었으며, 210일 동안 열렸던 

행사에서 수여된 4만여 개의 메달을 주조한 파리 조폐소와 함께 명성을 얻었습니다. 

 

1900년 파리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벨 에포크(Belle Epoque): 아름다움과 낙관주의가 대기 

중에 가득하고 도시는 휘황찬란하게 빛납니다. 5 천만 명이 수도인 파리에 와서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축하하고 다음 세기를 지배하게 될 놀라운 기술, 혁신, 건축, 예술을 맞아들였습니다. 

 
 

예술과 공예에 대한 열정을 공유한 세 프랑스 업체가 손잡고 내놓은 걸작  
루이 13세, 파리 조폐소, 생루이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앞서 생각하는 유서 깊은 

프랑스 업체이며, 대대로 내려오는 자부심과 재능을 이어가는 전설적인 업체입니다. 이제 이 독창적인 

한정판을 통해 이들은 함께 모여 지속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시간의 각인을 포착한 명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디캔터는 1569년 자르나크 전장에서 발견된 플라스크에서 영감을 얻어 변형한 형태의 병입니다. 디캔터는 

보편적인 10 개 대신 13 개의 덴텔 스파이크, 뒤집힌 디캔터 형태의 마개, 우아한 넥 및 18 캐럿 샴페인 

골드로 장식한 7 개의 백합과 루이 13 세 타임 컬렉션을 보여주는 중앙 메달을 특징으로 합니다. 빛의 

도시에 대한 헌정 – 1900 독특한 메달. 샴페인 골드 메탈 소장함의 각 모서리에는 새로운 메달 디자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파리 조폐소 기록보관소에 보존되어온 삽화에서 영감을 받은 각 메달 디자인은 1900년 

파리의 모습을 포착하였습니다. 다가올 세기를 형성해나갈 예술과 장인 정신, 상징적인 건축물, 빛의 도시, 

파리지엔.   

 
 

각각의  루이 13세 컬렉션: 빛의 도시에 대한 헌정 – 1900 – 한정판 소유자는 파리 조폐소 특별 공방에서 

특별히 제작한 디캔터와 동일한 고유 번호가 새겨진 대형 메달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가라면 누구나 영원히 간직해야 할 필수 소장품.  또한 코르크 마개에 NFC 기술을 통합하여 고객에게 

독점적인 특권 세계에 대한 완벽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각 디캔터를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독점적인 

https://www.youtube.com/watch?v=UAaYpjpnyjc
http://press.louis-xiii.com/Timecollection1900/
https://www.multivu.com/players/uk/8693151-louis-xiii-launches-second-opus-of-time/


콘텐츠와 독특한 경험과 맞춤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비공개 클럽인 루이 13 세 소사이어티(LOUIS XIII 

Society)*에 직접 접속할 수 있습니다. 

 

루이 13세 컬렉션: 빛의 도시에 대한 헌정 – 1900  
권장 소매 가격: 7,000유로 TTC  

전 세계의 엄선된 고급 와인 및 증류주 판매점과 베이징, 시안 및 런던의 루이 13세 부티크에서 판매합니다. 

루이 13세 문의처에서도 구매 가능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conciergerie@louis-xiii.com 

 
루이 13세 코냑 정보:                                                                                                                                             

한 세기를 앞서 생각합니다. 하나의 디캔터에 담긴 코냑은 셀러 마스터들이 세대를 걸쳐 완성해 낸 일생의 작품입니다.     

1874년 이래로 각 세대의 셀러 마스터는 지하 저장실에서 루이 13세를 만들기 위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귀한 오드비를 골랐습니다. 

오늘날 바티스트 루아조 셀러 마스터는 다음 세기의 후계자를 위한 유산으로 최상급 오드비를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루이 13세는 

코냑 지방의 첫 번째 포도주 산지인 그랑 샴페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오드비를 최대 1,200 종류까지 섬세하게 배합하여 만듭니다. 

전설적인 디캔터는 몇 세대에 걸쳐 최고의 숙련된 장인들이 입으로 불어 제작해왔습니다. 루이 13세는 몰약, 꿀, 말린 장미, 자두, 

허니서클, 시가 갑, 가죽, 무화과, 패션프루트를 떠올리는 탁월한 향을 지닙니다.  

  
파리 조폐소 정보: 

864년에 문을 연 파리 조폐소는 귀금속 제작과 관련된 장인의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독특한 노하우를 갖춘 파리조폐소는 

1775년부터 Quai de Conti에 모여들어 동전, 메달, 보석류, 예술품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11 Conti에 위치한 파리 

조폐소는 누구나 여러 거리를 통해 방문할 수 있으며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이곳에서 건축술의 걸작인 건물도 관람하고 컬렉션과 

활동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www.monnaiedeparis.fr 
IG @monnaiedeparis 
 
생 루이 정보: 

생 루이 1586년 창업 

불길과 인간의 숨결로 태어난 독특하고 견고하며 깨끗하고 소박하며 빛나는 생 루이 크리스털은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온 모든 

재능과 현재의 트렌드에서 영감을 얻은 독창적인 판타지가 살아 숨 쉽니다. 

크리스털 전업 430년. 생 루이에서는 프랑스 최고라고 인정받는 유리 불기 및 유리 절단 장인들이 직접 제작한 식기, 장식품, 조명 

크리스털 등의 제품에 매일 서명합니다(“Meilleurs Ouvriers de France”). 

www.saint-louis.com 
IG @saintlouiscrystal 

 
 
*루이 13 세 소사이어티 정보: 루이 13 세 소사이어티는 루이 13 세 코냑 디캔터 소유자를 위한 비공개 회원제 클럽입니다. 
www.louisxiii-society.com 
 
 

 

언론 문의: 

Caroline Sarrot-Lecarpentier - csl@louisxiii-cognac.com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Andréa Foraison - andrea.foraison@ louisxiii-cognac.com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관리자 

 
 

언론 페이지: 

http://press.louis-xiii.com/Timecollection1900/ 
 

음주는 자신의 책임입니다 
 

http://www.monnaiedeparis.fr/
http://www.saint-louis.com/
http://www.louisxiii-society.com/
http://press.louis-xiii.com/Timecollection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