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cent of Peace for Him 

-- Bond No. 9는 향수제조사이자 평화유지군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금 최고의 베스트셀러의 남성용 

버전인 The Scent of Peace for Him을 출시한다. 갈등은 해소됐다. 

뉴욕, 2013년 10월 9일 /PRNewswire/ -- 최고의 향수는 정신 깊숙이까지 스며드는 잘 알려진 진정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 번 뿌리고 한 번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 바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06년 

Bond No. 9는 향이 주는 기분 좋은 느낌을 더 향상시키고자 마음먹었다. 

특히 평화에 대한 경의와 추구라는 완전히 '도회적' 메시지를 담은 세계 최초의 오드 퍼퓸(eau de parfum)을 

개발했다. 이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평화와 국가간 갈등 해소를 의미했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화합과 평정을 의미했다. 자몽, 백합, 삼나무 향의 Scent of Peace는 빠르게 여성들 사이에서 

판매 1위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러한 예술적인 새로운 오드 퍼퓸은 Bond No. 9의 고향이자 자사의 모든 도회적 향수 컬렉션의 영감의 

근원지인 뉴욕에서 디자인 및 제조되어야한다. 무엇보다도 뉴욕은 오래된 인내와 이해의 장소인 멜팅 

포트(도가니)이다. 미국 측에서 보면, 이는 이질적 이웃이 근방에서 번성하거나 때때로 (훌륭한 향수와 

같이) 섞이는 도시이다. 그리고 911 테러는 당연히 우리와 세계에 인내와 국가 간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줬다. 

Scent of Peace for Him 의 향은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현대 남성의 향으로, 동시대와 전통적 향의 노트를 

모두 가지고 있다. 부드럽고 톡 쏘는 향을 가진 겨울 시트러스인 클래식한 베르가못 향으로 시작한다. 이후 

두 가지 향이 혼합된 향이 난다. 잘 익고 즙이 많은 톡 쏘는 파인애플과 주니퍼 베리의 

혼합향으로 소나무와 풀 향도 살짝 난다. 곧 메인 향으로 넘어간다. 카시스의 신선하고 미묘한 향이 나는 

블랙커런트, 진정효과가 있는 삼나무, 시원하고 머스티하고 스모키한 베티브(남성 향수의 주된 향 중 

하나)가 그것이다. 이후 Scent of Peace for Him의 베이스 노트가 드러나는데 이 향은 오래 간다. 

파촐리(Patchouli), 앰버(amber), 머스크라는 3대 매혹적인 향에 땅과 숲의 느낌을 주는 이끼향이 첨가된 

향이 그것이다. 

병 디자인은 심플함에 초점을 뒀다. 미끈한 선과 각을 가진 Bond No. 9의 슈퍼스타라 할 수 있는 이 작은 

향수병은 전면이 비즈니스 정장의 색과 비슷한 깊고 진한 감청색으로 되어 있고, 병목에 경쾌한 검정 가죽 

나비넥타이가 둘러져 있다. 물론 파란색은 평화, 안정, 평온, 고요의 색으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신진대사 

속도를 느려지게 한다. 특히 짙은 파란색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색으로 여겨졌고, 전문지식과 안정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평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Bond No. 9는 평화가 공기로 전달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제는 

여자에게서만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말이다. 

2013년 11월 1일 판매 개시될 The Scent of Peace for Him는 Bond No. 9의 5개의 뉴욕지점과 삭스 

피프스 에비뉴(Saks Fifth Avenue), 노스트롬(Nordstrom), bondno9.com에서 판매될 것이다. 가격은 

100ml가 250 달러, 50ml가 180달러이다. 

기자회견을 요청하려면, Alison Brod 홍보부 레이나 그린버그(Rayna Greenberg)에게 연락하면 된다. 

 +1-212-230-1800 or rayna@alisonbrodpr.com. www.bondno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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