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드No 9 서튼플레이스 

본드No. 9의 고전적인 남성미가 풍기는 최신 향수 서튼플레이스는 유엔에 근무하는 소수의 전통적인 고위 

남성 외교관들의 특징인 과묵함과 정중함을 표현한다.  

뉴욕, 2016년, 9월 19일 /PRNewswire/ -- 본드No. 9을 통해 우리는 최초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도시풍 향수를 최초로 제조했으며우리의 사랑스러운 고향 도시 뉴욕 주민의 향취를 찾아낸다. 우리는 

분쟁에 대한 결의와 관용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최초의 향수 즉 당사의 베스트셀러인 센트오브피스, 

금융인들을 위한 최초의 향수 월스트리트 그리고 심지어는 최초의 쇼핑 향수인 매디슨애비뉴를 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10월 1일 우리는 전세계 최초이며 단 하나뿐인 외교관 향수를 자랑스럽게 출시하는데 

이는 당연히 유엔 본부가 소재한 뉴욕의 향기를 발산하게 된다. 

이 향기를 발산하는 특별한 장소는 어디인가?  59 스트리트브릿지와 유엔빌딩 사이에 끼어 있으며 전쟁 

전에 지어진 멋진 건물들이 여섯 블록 늘어선 서튼플레이스가 그 곳이다. 이 조용하고 잘 드러나지 않으며 

정중하고 비밀스럽기까지 한 작은 거리는 에핑햄 B. 서튼이라는 해운업계의 거물이 그 지역에 최초로 갈색 

석조건물을 지은 18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에는 유엔 사절단, 대사 그리고 외교관들의 관저가 

이곳에 위치하기에(특히 유엔 사무총장의 관저가 여기에 있다), 이 거리는 독특한 국제적 향취와 대사 

특유의 스타일을 물씬 풍기고 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권위와 신념이 필요한 역할에 맞춰 우리는 특유의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향수 서튼플레이스라고 명명했다. 여기에는 톡 쏘는 와인 칵테일의 향취가 돋보이는 풍성한 

오리엔탈 꽃 향기로 상큼한 핑크페퍼, 짙고 신선한 카시스 및 과즙과 향기가 가득한 열대 파인애플에 

오렌지 베르가못과 감귤 향이 섞인 향기가 우선 풍긴다. 서튼플레이스의 깊은 곳에서는 강렬한 부케 꽃 향 

즉 은밀한 자스민, 취하게 만드는 백합, 자극적인 파출리 향기가 난다. 이 향수의 궁극적인 진실은 강하고 

전통적인 남성의 본능이며 바닐라 향으로 부드럽게 만든 동물의 사향과 가죽에 곁든 따뜻하고 결연한 앰버 

향이 그것이다. 

서튼플레이스 향수병은 본드No. 9로는 최초로 깊고 짙은 암갈색의 잎담배 색상이며 그 표면은 파충류 

피부를 연상시키는 촉감의 직조로 되어있다. 이 직조의 겹쳐진 곁과 중앙에는 작지만 권위를 상징하는 

듯한 금 빛 글씨가 새겨져 있다. 

본드No. 9 서튼플레이스는 2016년 10월 1일 미국에서 출시되며 세계 시장에는 2016년 11월 1일에 

출시된다. 

가격:  100ml, 35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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