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드No. 9은 해롯 6층 살롱드파르푕에 진출하여 뉴욕 중심의 그 유명한 향수 컬렉션을 친밀하고 

극도로 럭셔리하며 안내원이 상주하는 VIP 공간에서 제공 

최면에 걸릴 준비를 하기 바란다 

뉴욕 -- 지난 10년 동안 뉴욕을 기반으로 한 본드No. 9은 런던의 연못에서 중단 없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며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매 기관인 해롯의 메인 플로어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러나 9월 유명하며 수상 경력이 있는 미국의 향수상은 이 경이로운 쇼핑 궁전에 올라 전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향수 상점 17개가 모여 있는 5천 평방 피트 면적의 저 유명한 6층에 안락하게 자리 

잡아 프라이빗하며, 조용하고, 약속에 의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오아시스에 자신의 존재를 

확대한다. 

전세계에 단 하나뿐인 살롱드파르푕은 그 이름에 걸맞게 VIP 감정가와 애호가들이 현존하는 가장 

진귀한 향수를 고르기 위해 비밀의 은둔처를 찾는 바로 그 목적지이다. 다가오는 본드No. 9 샵은 

뉴욕 업타운의 코스모폴리탄적인 분위기와 뉴욕 다운타운의 열광적인 분위기가 

결합되어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내며 선도적인 플래그십 점포의 첫 복제품에 가까워 질 것이다.   

논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향수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배치한 본드No. 9 살롱드파르푕 샵은 오늘날의 작지만 더 럭셔리한 경험을 주는 

소매 점포의 선봉에 설 것이다. 상품화된 모든 본드No. 9 뉴월드-뉴욕-중심의 오드파르푕은 해롯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 진 8 종류의 향수로 판매된다. 

그 외에도 살롱드파르핑의 본드No. 9 샵에서는 몇몇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향수 

테이스팅, 세심한 자문과 해피아우어뿐만 아니라 대단한 최고의 전문가 두 명이 포함된다. 본드No. 

9의 최고 그 이상의 서비스는 수정이 혁명적으로 장식된 주문형 스와로브스키 개인용 향수 

병이다.   

해롯의 뷰티 담당 이사 아날리스 파드는 "우리 해롯이 새롭게 확장한 살롱드파르푕에 본드No.9 

부티크를 유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본드No.9이 그들의 영국 최초 부티크이며 

영국에서는 해롯에만 있는 공간에서 제공하게 될 맞춤 서비스 종류에 대해 정말로 기대가 큰데 

놀라운 절반 맞춤 향기 블렌딩에서부터 주문형 스와로브스키 향수 병에 이르기까지 이 둘 모두 

우리 해롯 고객들에게 환상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주며 6층에 있는 살롱드파르푕 향수의 전당에 

새롭게 추가되는 명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본드No. 9 뉴욕: 본드No. 9은 출시된 지 13년 동안 엣지 있는 다운타운 향수로서 

리버사이드드라이브에서부터 차이나타운과 코니아일랜드에 이르는 뉴욕의 동네와 거리를 

생각나게 하는 장인이 디자인한 향수에 전념하고 있다. 본드No. 9은 두 개의 사명이 있다. 향수 

제조의 예술가적 기교를 복원하는 것과 특유의 향기를 가진 모든 뉴욕의 동네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 사명이다. 각각의 향기는 특정 다운타운, 미드타운 혹은 업타운 지역 혹은 도시 전체의 감성을 

나타낸다. 

해롯  

해롯은 런던 동부에서 식품도매점과 홍차 상점으로 출발하여 1834년 문을 열었다. 그 이후 해롯은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으로 성장했으며 최고로 럭셔리한 상품 구성으로 유명하다. 독점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수의 부문이 있는 해롯의 가장 유명한 특징 중 하나는 최고의 서비스이다. 

해롯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철학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우리의 고객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핵심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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