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홀리데이들을 위해, 본드 넘버나인(Bond No. 

9)이 제안하는 찬란한 별세계처럼 빛나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들에 둘러싸인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는 

오 드 퍼퓸의 심우주 갤럭시  

뉴욕, 2016년 11월 17일 /PRNewswire/ -- 천문학자들은 최근, 인류가 번영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행성인 외계행성 프로시마 비(Exoplanet Proxima b)의 발견으로 세상을 놀래킨 바 

있다. 2016년 홀리데이들을 위해 본드 넘버나인은 고객들에게 가장 가까운 본드 넘버나인 매장만큼 

가까운 숨막힐정도로 아름다운 크리스털라인 스와로브스키의 느낌을 깊히 품고 있는 오 드 

퍼퓸의 전체 스타-스터디드 갤럭시를 소개한다. 

본드 넘버나인 스타-스터디드 스와로브스키 갤러틱 귀중품 보관함(BOND NO. 9 STAR-STUDDED 

SWAROVSKI GALACTIC COFFRET)은, 4천개의 수공작업을 통해 탄생한, 비베이셔스한 보석 컬러들을 

뽐내는 스와로브스키 팬시 스톤들로 둘러싸인 3티어 귀중품 보관함으로 감탄을 자아낼만큼 호화롭다. 

카보숑, 하트, 아쿠아바, 눈물방울 모양 등이 석여 있다. 심우주의 실크 벨벳 라인 장식이 있는 해당 귀중품 

보관함은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9개의 오 드 퍼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퍼퓸들은 스와로브스키 

크라스탈들이 간직한 만화경같은 각 고유의 다양한 디자인들로 뒤덮힌 (리필이 가능한) 100ml 용량이다. 

본드 넘버나인 시그니처 퍼퓸(Bond No. 9 SIGNATURE PERFUME) 

자수정과 보라색 크리스탈들로 둘러싸인 병속에 담긴 장미, 머스크, 통카콩으로 강조된 관능적인 오드 

파크 에버뉴 사우쓰(PARK AVENUE SOUTH) 

다이아몬드 느낌 크리스탈들의 운석우에 에워싸인 초록사과, 자스민, 복숭아로 가득찬 모던한 꽃향기 

뉴욕 머스크(NEW YORK MUSK) 

풍미깊은 에메랄드 그린에 담긴 로즈워터, 시나몬, 꿀 오리스(흰 붓꽃)에 불어넣어진 피부에 착 달라붙는 

듯한 스모키한 알파 퍼퓸 

퍼퓨미스타 에버뉴(PERFUMISTA AVENUE) 

생생한 애스트랄 핑크컬러에 담긴 가죽 색조를 띈 장미, 자두, 허니 멜랑주 

매디슨 스퀘어 파크(MADISON SQUARE PARK) 

노던 라이츠아메지스트(Northern Lightsamethyst )에 담긴 마음을 녹이는 로맨틱한 믹싱로즈, 히아신스, 

티크재, 대초원의 풀들 



퀸즈(QUEENS) 

아른아른 빛나는 블랙홀 제트에 담긴 베르가못, 블랙베리, 참파카에 둘러싸인 우주시대의 월하향 향미 

비나인(B9) 

광채가 찬연한 다채로운 팬시스톤들에 담긴 해방감이 드는 가르데니아-난초-베티브-샌들우드 블렌드 

센트 오브 피스(SCENT OF PEACE) 

스파클링 로즈에 담긴 자몽, 블랙커런트, 골짜기의 백합, 시더우드, 머스의 어우러짐 

매디슨 에버뉴(MADISON AVENUE) 

무지개빛의 크리스탈 오로라 보레알리스에 담긴 사과, 베레가못, 블랙베리, 자스민, 파출리, 프랄린을 

믹스한 상큼한 시트러스-우디 시프레 

해당 아름다운 퍼퓸 세트는100개 한정판으로 출시되었으며 1만4천달러(USD)에 구매할 수 있다. 

본드 넘버나인 스와로브스키 갤러틱 트리오(BOND NO. 9 SWAROVSKI GALACTIC TRIO). 본드 

넘버나인의 우주 오딧세이를 매우 깊이 경험하기보단 살짝 맛보고 싶은 고객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스와로브스키로 뒤덮힌 본드 넘버나인 스와로브스키 갤러틱 트리오를 경험해볼 수 있다. 해당 세트 

제품에는 각 고유의 크리스탈 디자인들속에 담긴 매디슨 에버뉴, 여성용 센트 오브 피스 그리고 본드 넘버 

나인 시그니처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품은 미화 4천5백달러(USD)에 구매할 수 있다.  

자수정과 보라색 벨벳 크라스탈들에 담긴 매력적인 본드 넘버나인 시그니처 퍼품(BOND NO. 9 

SIGNATURE PERFUME) (100 ml)은 세심한 작업으로 탄생한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들로 만들어진 본드 

넘버나인 토큰 로고가 있는 매력적인 벨벳 상자에 포장되어 있다. 

해당 제품은 미화 1천달러(USD)에 구매할 수 있다. 

 

문의: 전화(646.284.9015) 또는 이메일(publicrelations@bondno9.com)을 통해 언론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