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드넘버9, 2015년 봄 신상인 파크 애버뉴 사우쓰(Park Avenue South) 출시 – 

뉴욕 가장 최신의 신나는 지역으로 재탄생한 과거 잊혀졌던 비주류의 도로  

뉴욕, 2015년 2월 11일 /PRNewswire/ -- 뉴욕 중심에 위치한 본드넘버9(Bond No. 9)은, 1) 차이나타운, 

워싱턴 스퀘어,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와 같은 가장 전설적인 장소와 그 인근 그리고 2) 해당 도시에서 최근 

새로운 변화를 겪으며 가장 재기 넘치며 가장 신나는 거리로 다시 태어난 파크 애버뉴 사우쓰(Park 

Avenue South)를 기념하며 2015년 3월 21일에 출시되는 오 드 퍼퓸(an eau de parfum)과 함께 하이 

라인(High Line), 애스터 플레이스(Astor Place), 블리커 스트릿(Bleecker Street)를 포함해 해당 도시의 

가장 유명한 정점의 역할을 하는 지역들의 특색을 담아낸 향수들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업계 실적을 

쌓아왔다.  

미드타운(Midtown)과 다운타운(Downtown)의 시작점 사이의 최근 수십 년 동안 잊혀졌던 지역(유니온 

스퀘어)인, 이 넓은 도로는 현재 활발한 부동산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모델 에이전시, 홍보회사, 광고 회사, 

출판사와같은)창조적인 비즈니스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바르보니아, 아셀리나, 도스 카미노스와 같은) 

대형 음식점들과, (W뉴욕, 그리고 루프탑 바와 수영장등을 갖추고 있는 갠저부트 파크와 같은) 세련된 

호텔들, 자유분방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낮부터 밤까지 거리 풍경들을 채우는 유행을 선두 하는 젊은 

커리어리스트들(careerists)로 가득한 개조된 콘도들이 자리하고 있다.  

편안한 느낌을 주는 파크 애버뉴 사우쓰(Park Avenue South) 향수는 인근의 신선하고 매력 넘치며, 

자신감 있고, 평온한 정신을 담아낸다. 다이내믹하고 활기가 넘치는 현대적인 플로럴향은, 완벽한 봄의 

멜랑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상으로 혼합된 상징적이고 깜짝 놀랄만한 향을 미량 

포함한다. 향수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쾌하고 신선하며 

대담하게 톡 쏘는 느낌을 지닌 녹색 사과향이 감미로운 복숭아향이 첨가된, 활기차면서도 매우 유혹적인 

자스민 꽃의 심장으로 편안하게 연결된다. 그 후 도발적인 사향과 오랫동안 지속되는 깊이를 간직한 

신뢰할 수 있는 기본 향인 드라이하고 따뜻한 얼디 앰버향이 이어진다. 

깨끗한 순수함을 간직한 하얀색의 병은 오른쪽 아랫부분에 위치한 본드넘버9의 원형 로고와 함께 

현대적이고 매우 커다란 물방울 무늬들 – 대부분은 검정색이며 하나는 밝은 빨강색 - 의 자유로운 배열들로 

행복과 넘치는 에너지를 나타낸다. 유혹적인 소박함을 경험할 수 있다.  

출시: 2015년 3월 21일, 본드넘버9 뉴욕 부띠끄들, 전국 삭스피프쓰애버뉴(Saks Fifth Avenue), 일부 

노드스트롬(Nordstrom)과 영국 헤로즈(Harrods UK) 백화점, 그리고 본드넘버9의 

웹페이지(www.bondno9.com)에서 구매할 수 있을 예정이다.  

가격: 100ml, 295달러(USD); 50ml, 200달러(USD) 

 

http://www.bondno9.com/


문의: 리사 레디커(Lisa Rediker), 전화(+1-646-284-9015)와 이메일(publicrelations@bondno9.com)로 

문의할 수 있으며 웹페이지(www.bondno9.com)를 방문해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