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메소포타미아의 세계적인 정신과 함께 향수의 요람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영감을 받은 Art Perfume 회사는 전문 향수 
가족의 4세대인 Yasir Al Safi 가 두바이에 설립했습니다.

그는 뷰티 기사에서 예술적 영감을 주는 여정까지 향수를 
변형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Art Perfume은 국제적인 범위에서 전문적 기술을 압축하기 
위해 애쓰며 기품 있는 고객들에게 진귀함을 전달합니다. 

당사의 향수는 가장 높은 유럽 기준을 충족하는 프랑스에서 
제조됩니다.





설립자 진술

Art Perfume의 향기로운 오아시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품있는 고객에게 
향기를 통해 유일함, 사랑, 엣지, 진귀함을 전달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제가 15살이었을 때,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자연, 향기, 사람에 대한 열정을 통해 실제 진술을 전달함으로써 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많은 해가 지나고 최선을 다하고 난 후, 우리는 이 꿈을 우리 팀의 다재다능한 
문화적 배경을 통해 반영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엘리트 배치의 Proficient 

Perfumer 콘셉트로 우뚝 섰습니다.

이 컬렉션은 한 가지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 인류의 모자이크 및 다양한 문화의 
노력을 실제 데모입니다. 이는 유일함, 조화 그리고 공유한 비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결과를 묘사하는 눈을 뗄 수 없는 걸작입니다

Y.Alsafi



우리의 브랜드 STEVE MARTIN은 우리의 독점적인 향수 마니아를 위한 광범위한 범위의 
스타일을 포괄하는 여러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함을 추구하면서, 시간, 우수한 문명, 고대 기법, 혁신, 수백 개의 자연적 & 희귀 
성분을 통해 도전적인 원정을 거쳤습니다.

각 컬렉션은 유명한 강에서 이름을 땄으며 6개의 향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촉각이 고혹적인 문화의 고대 기술에 기초한 진품의 정신과 통합될 때, 탄생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 창작품은 과거 아로마틱 독창성과 융합한 자연적 터치의 궁극적 통합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대의 기술을 최신 전문 기술과 융합하여, 특별 고객에게 세련미의 최전선을 
향하는 모든 길을 초월한 자연의 마법에서 출발할 수 있는 숨 막히는 여정을 특권으로 

제공합니다.

우리 브랜드 & 컬렉션







숙련된 향수 제조자의 컬렉션

우리의 엘리크와 풍부한 맛 그리고 스타일을 위해 독점적으로 만들어진 6개의 
대작입니다. 이는 특히 크림 듀 크림을 찾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5개국에 걸친 농업, 화학, 역사 및 산업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12년 동안 심오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는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든 측면에서 기여한 1200명 이상의 
직원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별자리에 도달하기 전, 수천 
번의 조사와 실험과 시험을 거쳤습니다.

120개 및 심지어 300개 이상의 성분이 각기 
다른 이름의 강물 주변 문명에 의해 사용된 
천연 성분과 희귀 성분을 함유한 향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각 일부는 주로 맞춤형 부분을 완료하기 
위해 업무일 기준으로 3일 이상이 소요되는 
조립 공정을 통해 수제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향수 농도는 20%이지만 성분과 재료는 
프랑스 및 국제 표준을 충족시키는 최고 
품질입니다.

독특함을 추구하는 분이 특별한 향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향수는 타지마할의 장엄하고 경이로운 
업적에 귀중하게 여겨지는 왕족의 사랑 
이야기의 해석을 담은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방식으로 열정의 
흥취를 더한 장미처럼 자연의 아로마 

개화에 매혹적인 새 방식입니다.

YAMUNA

강은 인도의 아름다움이 담긴 목걸이 같습니다. 이는 한 국가에 통합된 광범위한 신념과 
언어에도 불구하고 조화의 상징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인도 아대륙의 일부를 둘러쌉니다. 

(1500-600 BCE)로 돌아가보면, 인도에서 향수는 주로 종교 의례, 가정 의례를 위해 
통합되었습니다. 이들은 점차적으로 사람들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화장품과 뷰티 
테라피에 사용되었고, 나중에는 dhupan이라고 불리는 치유 향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통치자 Ghiyath Shahi가 말라카 술탄국으로 성공했을 때인 1469년에 향수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 두 번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세계의 기쁨을 주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였고 “Book of Delights”을 썼습니다. 이 책은 향수, 음식, 패션 및 다른 
형태의 기쁨에 대한 훌륭한 참고서로 여겨집니다.

RIVER

야무나









Lemon Oil, Bergamot Oil, 
Orange Oil, Plum, Amber,
To�ee, Mandarin Oil

Top Note

White Wood, Bulgar Rose Oil,
Patchouly, Sandalwood,
Jasmin Sambac, Ylang Ylang, 
Cardamom, Clove bud, 
Giaiac Wood

Heart Note

Musk, Orris, Vanilla, Ambroxan,
Tonka Bean

Base Note





이 아로마는 차이코프스키 음표에서 나온 
재스민처럼 피어난 백조 여왕입니다. 이는 
달빛으로 진주를 박은 호수에 닿기 위해, 
바이올린 줄에서 미끄러진 흰 장미꽃입니다. 이는 
교황곡의 매혹적인 선율이 전달하는 두 심장의 
장엄한 사랑의 불과 녹아 내리는 얼음과 열정이 
담긴 아로마틱 오케스트라 폭풍우입니다.

VOLGA

“Mother Volga”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극동 지역과 중앙 부분을 연결하여 어머니와 
같은 대다수 주요 도시에 흐르는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의 흐름입니다.

러시아에서 향수는 19세기에 시작되었지만, 정취와 풍요로운 자연, 약사의 수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 분야에 영감을 주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특유의 향을 
구하는 아주 세련된 민족입니다.

가장 추운 날씨와 가장 따뜻한 사람의 대조가 뚜렷한 이 국가의 다재 다능하며 강력한 
역사는 음악, 연극부터 패션과 향수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예술품을 생산해냈습니다. 
향수는 다양한 시대 동안 왕족, 귀족, 아티스트의 뚜렷한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에서 유래했습니다.

RIVER

볼가









Bergamot Oil, Caramel,
Red Fruits, Raspberry

Top Note

Cypriol, Elemi, Jasmine, Rose,
Orange Blossom, Patchouly,  
Ylang Ylang, Mangolia Leaf, 
Benzoin, Geranium, 
Jasmine Sambac Abs,

Heart Note

Red Incense, Ambrarome Abs,
Vanilla, Musks, Leather,
Labdanum,  Ambroxan,

Base Note





이 향기는 차가운 바람이 신비한 바그다드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며, 천일야화 책에 추가할 
또 다른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Golden Domes 
사원의 테라스에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 마법의 
양탄자에 태워주는 램프의 지니처럼 봄날의 이른 
아침 해와 함께 뜹니다. 이는 오렌지 꽃, 종려나무 
꽃가루, 사향 등의 향수로 영혼을 채워줍니다. 

TIGRIS

이 강은 자연에 생명을 부여하고 비밀과 애정 및 메소포타미아의 오른쪽 날개인 마을에 
사랑을 전달합니다.

아바스조 시대는 전 세계에 잔물결을 일으킨 향수의 진화를 목격했습니다. “Bait Al-Hik-
ma” “지혜의 집(House of Wisdom)”은 철학, 천문학, 수학, 의학 및 화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많은 학자를 창출한 이 도시의 저명한 대학교였습니다. Al-Kindi (Al-Kin-
dus 800-873)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증류 공정을 
사용한 에센셜 향수 오일의 100개 이상의 레시피를 기재한  “The Book of Chemistry”를 
저술했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학교의 또 다른 과학자 Al Razi (854-925)는 유사한 여러 지식으로 오늘날 
향수 제형에서 중요한 성분인 알코올을 포함한 여러 유기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RIVER

티그리스









Bergamot Oil, Orange Oil,
Red Fruits, Peach
Lemon Oil, Apple

Top Note

Vetyver Ess, Cedarwood,
Orange Blossom, Rose Turk,
White Wood, Cardamom,
Sandal wood

Heart Note

Musk, Vanilla, Benzoin,
Ambroxan

Base Note





이 향수는 이슈타르의 문을 지나는 왕족 
행차에 뿌린 꽃과 공중 정원의 열정적인 
밤을 섞은 것입니다. 라벤더 꽃봉오리와 
감귤류 과일의 나뭇가지를 통해 들리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산들바람의 소리는 
진위, 왕족, 매력, 열정 등을 통해 서사적 

여정으로 데려가 줍니다.

EUPHRATES

이 물줄기는 문명의 요람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의 왼쪽 날개이며 “두 
강 사이의 땅”입니다.

이곳이 바로 수메르인(5000 BC)부터 바빌로니안(3000 BC)까지 첫 집필과 가장 
초창기의 법률 “함무라비 법전”, 최초 화학 및 오리지널 향수의 시작 지점입니다. 2000 
BC로 거슬러 올라 가면 쐐기 문자판에 Tapputi Belatikallim라고 불리는 여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명칭은 사원의 여주인을 의미합니다.

3300 BC로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이 여성은 향수 제조의 가장 오래된 참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왕실에서 원시적인 증류 공정을 통해 아로마 꽃, 허브, 동물 지방, 
가죽을 사용한 향수 오일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RIVER

유프라테스









Bergamot Oil, Orange Oil,
Rum, Apple, Perry,
Cinnamon Oil

Top Note

Cedarwood, Lavender, Vetyver Oil,
Giaiac Bois, White Wood,Rose
Geranium, Rose Berry, Violet, 
Cardamom, Rose Berry Ess,

Heart Note

Leather, Musks, Tobacco, Tolu,
Vanilla Abs, Tonka Beans Abs,
Ambroxan

Base Note





이 비밀 제조법은 영원한 사랑의 춤에 
열정을 가진 사원에서, 그녀의 왕을 
합류시킨 네페르티티 여왕을 묘사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전 세계에 위대함, 심취, 
열정 등을 담은 또다른 놀라운 초상화를 전 
세계에 선물하기 위해, 거침 없이 이어지는 
미스터리 저장소의 재스민처럼 

번성합니다.

NILE

이 수로는 북쪽으로 순항하면서, 파라오와 피라미드, 금과 색체, 돌과 파피루스에 대해 
기록된 끝없는 이야기의 땅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개발 초기 단계에 아로마 꽃을 몸에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추후에 
초기 공판이 생기고 인접한 문화권과 지식을 공유하게 되면서, 약 2000 BC쯤에 향수 
제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향수의 초기 목적은 하늘로 사라질 수 있는 연기를 사용하여 
신에게 받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영원함을 상징하는 향수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미이라화 하는 동안 정화 의식을 위한 기본 재료의 일부로 향수 
오일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향수는 Kyphi였습니다. 이윽고, 아로마 물품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뷰티 
아이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두 성별을 위한 필수 물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RIVER

나일









Lemon Oil, Bergamot Oil, Almond,
Red Fruits, Cinnamon Oil, Mint
Mandarin Oil, Dewfruit, Peach,

Top Note

Patchouly Heart, Violet, Rose Berry,
Gaiac Bois, White Wood, Jasmine,
Oppoponax

Heart Note

Tonka Bean Abs, Ambroxan, Tolu,
Oakmoss, Musk, Benzoin, 

Base Note





이 부케는 해질녘 안개와 함께 로즈마리, 시더 우드 
및 사향의 한 줄기 냄새를 통해, 자연적 촉각의 
정교한 조화를 묘사합니다. 이 장소의 진실한 
이야기를 밝히기 위해 미국의 독수리가 대담한 
모험을 합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유와 
계급 및 열정에 관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혼합을 

보여줍니다.

MISSISSIPPI

그들은 이를 가계도처럼 “The Chief”라고 부릅니다, 이는 미국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지만 그 진흙 투성이의 색깔은 그 은행 주변에 태닝한 아메리카 원주민을 
모방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향수 사용은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주로 치유를 
위한 것이며, 좋은 영혼 및 대자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종교적인 관행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치유 과정의 일부가 되었으며, 부상 당한 
동물을 통해 어느 식물이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냈습니다. 나중에는 아로마 
식물과 향수가 무료 액세서리로서 여성들이 매혹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물 가죽과 동물성 지방을 사용하여 아로마 관목과 꽃을 사용했고, 훈증 소독을 
통해 냄새를 잡았습니다. 이는 단어 "향수"의 일반적인 해석 중 하나입니다. 이는 라틴어 
용어(Per Fumus)에서 유래했으며 (연기에서부터)를 의미합니다.

RIVER

미시시피 강









Bergamot Oil, Mandarin Oil,
Almond, Apple, Cinnamon,
Orange Oil, Rosemary Oil,
Mint, Chocolate

Top Note

Vetyver Oil, Sage, Lavande Abs,
Patchouly Heart, Cedarwood,
Vetyver

Heart Note

Musk, Abs Vanilla, Tonka Bean,
Fir Blossom, Ambroxan

Base No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