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드넘버 9 의  거버너스  아일랜드(Governors Island) 

플래퍼  룩을  입고  칵테일을  마시며  맨해튼의  파노라믹한  일몰을  감상! 꿈이  아닌  현실 . 뉴욕  

최고의  여름  갈라쇼들이  열리는  거버너스  아일랜드에서  현재  21 세기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 본드넘버 9, 여름의  갈라쇼를  축하하며  해당  섬의  이름을  딴  향수  출시 .   

뉴욕  /PRNewswire/ -- 네덜란드  탐험가들이  처음으로  뉴욕에  왔을  때  간발의  차이로  맨해튼이  

아닌  히코리나무 , 참나무 , 밤나무들이  가득한  근해  섬에  상륙했다 .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지에  

살고있던  레나페  인디언들은  172 에이커의  땅을  새  정착민들에게  양도했는데  이것이  바로  

뉴욕주의  공식  첫  시작이다 . 그  후  영국인들이  이  작은  섬을  왕립  거버너스의  본거지로  삼았고  

이것이  지금  그  섬의  이름이  거버너스  아일랜드(Governors Island)가  된  유래다 .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거버너스  아일랜드는  월가에서  

페리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닌  깨끗한  

녹지다 . 또한  감탄으로  입을  벌리게  만들만큼  아름다운  맨해튼의  파노라믹한  전경도  감상할  수  

있다 .  

현재  거버너스  아일랜드는  뉴욕에서  가장  빠른  카누타기 , 짚-라이닝 , 암벽등반 , 피크닉  

휴양지이며  야외  여름  갈라의  현장이기도  하다 . 거버너스  아일랜드에서는  시  축제(Poetry 

Festival), 게스트들이  모두  흰색  의상만  입는  호화로운  디네앙블랑(Dîner en Blanc), 게스트들이  

분홍색과  흰색의  의상만  입는  로즈와인  테마의  핑크닉 (Pinknic) 레블리  그리고  1920년대의  

플래퍼  룩을  입은  게스트들이  칵테일을  마시고  찰스턴  춤을  추는  유명한  재즈에이지  론파티(Jazz 

Age Lawn Party)와  같은  갈라쇼들이  열린다 .    

물론 , 모든  갈라  쇼에는  향기가  필요하다 . 이에  본드넘버 9은  거버너스  아일랜드 (Governors 

Island)의  이름을  딴  최신  오드퍼퓸을  발표했으며  6월  1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 처음에는  최면에  

걸린듯  매혹적이고  중독성  있는  이  향이  자전거  경로 , 피크닉 , 연날리기와  같은  레크레이션  

활동들로  유명한  이  섬에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일  수  있다 . 하지만  본드넘버 9은  이런  어긋난듯한  

불협화음을  기꺼이  환영하며  이는  오늘날  향수업계에서  (그리고  패션업계에서도) 하나의  매우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또한  거버너스  아일랜드  오드퍼퓸의  마법과  같은  

깊은  매력은  실제로  그  섬을  빽빽히  채운  삼림의  냄새를  환기시킨다 .  

무엇보다  거버너스  아일랜드  오드퍼퓸은  드라이다운에서  주로  사용되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숲  

노트들이  만들어내는  규칙을  파괴한  교향곡과  같다 . 거버너스  아일랜드  오드퍼퓸의  전체  향은  

먼저  따뜻하고  농축된  수지  향으로  시작된다 . 이어  짙은  벌꿀  앰브록스(앰버그리스  같은) 그리고  

건조하며  담배처럼  생긴  시더우드로  하트노트로  이어지며  할로같은  빛을  낸다 . 

뮤신원(muscenone, 부스터  머스크) 그리고  빳빳한  열대  풀인  베티베르의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버전이  결합된  동물과  같은  화이트  머스크가  베이스  노트다 . 전반적으로  거버넌스  아일랜드  

오드퍼퓸의  첫  이미지는  남성  향수  같을  수  있고  확실히  남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 

하지만  여성들  또한  이  하이프노틱  브루(hypnotic brew)를  흠모하고  사용하고  싶어할  것이다 .  

순백의  거버너스  아일랜드 (Governors Island) 오드퍼퓸  병의  한쪽면에는  항해를  떠올리게  하는  

블루와  골드  컬러의  본드넘버 9 토큰로고가  있으며 다른  한쪽면에는  특별히  빨간  해먹  누워  

자유의  여신상을  감상할  수  있는  최상의  뷰를  즐길  수  있는  해먹  그로브(Hammock Grove)를  

포함해  섬에서  반드시  들려보아야  하는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다 . 

거버너스  아일랜드는  2018년  6월부터  본드넘버 9 뉴욕  부띠끄 , 전국  삭스  피프쓰  에버뉴(Saks 

Fifth Avenue), 일부  블루밍데일  스토어들 , 해롯  UK (Harrods UK) 그리고  본드넘버 9의  

웹페이지(www.bondno9.com)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    

http://www.bondno9.com/


가격 : 100ml, 350달러(USD) 

 

문의 : PR, 이메일(publicrelations@bondno9.com) 또는  웹페이지(www.bondno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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