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드 넘버 나인(Bond No. 9), 신상품 해변의 향기 쉘터 아일랜드(Shelter Island) 출시  

-- 처음으로 햄튼슨, 다음으로 몽톡과 쌕하버, 마지막으로 쉘터 아일랜드가 본드 넘버 나인의 2014 여름 

해변의 향기(놀라운 바다의 향기)로 찾아오다. 지금 뉴욕 이스트 엔드 지역은 향기로 가득차 있다.  

뉴욕, 2014년 5월 1일 /PRNewswire/ -- 본드 넘버 나인(Bond No. 9)은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를 알고 있다. 

바로 이때 즈음 새로운 뉴욕 해변 중심의 향기를 소개하기 때문. 잘 알다시피, 당사는 이스트 엔드 지역에서 

영감을 받아 왔으며, 2014년 여름에도 예외는 없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극동쪽에서 노스아틀랜틱으로 

이어지는 방향에는 중요하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두 개의 곶이 말 그대로 돌출되어 있다. 남북 

분기점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곳은 많은 맨하탄 주민들이 7~8월 주말이면 가끔씩(엄청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는 전설적이고 인기 많은 지역이다. 당사는 이미 세련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지역인 햄튼슨, 아직도 멋진 낚시터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몽톡, 오래된 매력을 

갖고 있는 옛스러운 쌕하버 마을에 대한 향수 오드 퍼퓸을 선보인 바 있다. 

27평방 마일 크기의 쉘터 아일랜드는 북쪽과 남쪽 분기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당한 자연 보호 

지역으로 둘러 쌓여 있다. 구불구불 흐르는 작은 만, 산책하는 사슴, 앤 여왕과 식민지 풍의 대저택의 

모습이 바로 현충일에 출시되는 당사의 2014년 여름 해변의 향이다. 이곳은 환상적인 공간으로 많은 

의미에서 특별하다. 하나의 예로, 이 섬에 있는 모든 것은 천천히 흘러간다. 

쉘터 아일랜드의 향기는 본연의 마법을 갖고 있다. 세계 최초의 해변 향은 새로운 발견이다. 향긋하고 

활기찬 해상 노트의 조류 추출물와 함께 귀중하고, 매혹적인 동구 세계의 목재향은 쾌활하고, 눈이 부시고,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니섹스 스타일과 대담한 향의 혼합으로 최근 서구 향료 제조사에서 주축이 

되고 있다. 쉘터 아일랜드는 그 자체로 차분한 이국풍의 느낌을 전달한다. 첫 노트는 상쾌하고 생기 넘치는 

씨트러스 제스트와 신선하게 갈아진 후추향이 함께 확실한 느낌을 전달한다. 그리고 대조적인 미드 노트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부드럽고 매력적인 흰 백합향과 함께 바다 조류 추출향이 감싼다. 바닷가에 있는 

정원을 상상해보라. 이 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우드 노트, 백단유, 호박, 몰약, 

머스크향이 합쳐진다. 이 모든 향이 쉘터 아일랜드의 물 향기에 따뜻함을 더하는 안정적인 베이스 노트다. 

배 모양의 병 디자인은 깔끔함을 선사한다. 본드 넘버나인의 슈퍼스타 병은 경쾌한 군청색과 흰 줄무늬를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향수병에 줄무늬 장식이 있는 것을 얼마나 본 적 있는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병을 돌리면 디자인은 아주 깨끗한 흰색으로 뒤바뀐다. 쉘터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이 

깨끗함의 진가를 알아볼 것이다.  

본드 넘버 나인 뉴욕(Bond No. 9 New York)에 대해: 10년간 사업을 이끌어온 본드 넘버 나인은 개성 있는 

도심 향수 제조사로,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에서 차이나타운, 코니 아일랜드에 이르는 뉴욕 각 지역과 

골목마다 장인의 향기를 부여하는 일에 헌신해왔다. 본드 넘버 나인은 향수 제조업에 장인 정신을 

재건하는 것과 모든 뉴욕 지역이 고유의 향기를 갖게 한다는 두 개의 미션을 갖고 있다. 각 향기는 특정 

지역 다운타운, 미드타운, 업타운 지역 또는 도시 전반의 감각을 나타낸다.  

쉘터 아일랜드는 현충일에 출시 예정이다. 가격은 다음과 같다: 100ml, $260; 50ml, $195 

 

문의: LISA REDIKER - +1-646-284-9015 또는 lisa@bondno9.com, www.bondno9.com; Emily Parr: 

Emily@Poke-pr.com 646.370.5968, Jennifer Fisherman Ruff: Jennifer.FishermanRuff@gmail.com 
917.697.7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