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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AKI(타사키)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프라발 구룽 임명

TASAKI & Co., Ltd.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패션

디자이너인 프라발 구룽(Prabal Gurung)을 임명했다. 

TASAKI & Co., Ltd.는 글로벌한 유명 디자이너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적이면서도 정교한

디자인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이다. 새롭게 임명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라발 구룽은 타사키 아틀리에(TASAKI Atelier) 라인을 디자인함으로

브랜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의 첫 TASAKI(타사키)에서의 컬렉션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인 9 월 10일 일요일, 프라발 구룽 2018 년 봄 시즌 런웨이 쇼에서 공개했다.

TASAKI & Co., Ltd.의 보드 디렉터 및 CEO 인 타지마 토시카주(Tajima Toshikazu)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임명에 대해 "프라발 구룽은 화려한 럭셔리의 세계를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현합니다. 저는 그가 TASAKI(타사키)의 미래를 상징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최고의 파트너라고 믿습니다. 저는 프라발 구룽이 TASAKI(타사키)의 독창적인 현대적

미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라고 말했다. 

프라발 구룽은 TASAKI(타사키)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부임한 것에 대해, " 제

인생에서 이 파트너십의 실현은 믿을 수 없은 기쁨입니다. TASAKI(타사키)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관행을 통해 최상의 품질인 진주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기타 원석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꾸뛰르적 아이디어로 제품을 디자인합니다. 저는 이 파트너십으로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럭셔리한 여성들을 통해 브랜드 스토리를 지속해 선보일 수 있는 것에 설레임을

감출 수 없습니다. ” 라고 말했다. 

프라발 구룽의 타사키 아틀리에(TASAKI Atelier) 라인은 2018 년 2 월부터 TASAKI(타사키) 긴자

플래그십 스토어 및 전 세계의 매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TASAKI(타사키)의 최고의 품질, 창의력과 장인 정신에 이르기까지 세심함 속에서 태어난

독특한 아름다움의 세계를 소개한다.



TASAKI(타사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라발 구룽

프라발 구룽은 2009 년 2 월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그 만의 스마트한 감각으로 첫

컬렉션을 선보였다. 프라발 구룽은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네팔 카트만두에서 자랐으며,

뉴델리에서 디자인 커리어를 시작한 후 뉴욕으로 건너가 Parsons The New School of Design에서

학업를 마쳤다. 그는 졸업 후 Cynthia Rowley 의 디자인, 그리고 프로덕션 팀에서 2 년을

보냈다. 직후 그는 자신의 컬렉션인 PRABAL GURUNG 을 시작하기 전까지 5 년간을 미국의

아이코닉한 브랜드인 Bill Blass 에서 디자인 디렉터를 역임했다.

프라발 구룽의 품질과 혁신에 대한 집념은 그를 미국 패션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했으며, 몇

가지 예로 미국 전 영부인인 미쉘 오바마나 영국 왕세손 케임브리지 공작부인 케이트

미들턴 등 세계 각국의 선두에 선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주목할만한 업적으로

2010 년 Ecco Domani Fashion Fund Award, 2010 년 CFDA/Vogue Fashion Fund, 2011 년 Network 의

Character Approved Award 를 수상하였으며 네팔의 여성인권 재단 'Maiti Nepal'의 친선 대사로

선정되었다. 더불어 그는 CooperHewitt National Design Award 의 파이널리스트였으며, 2011 년

CFDA Swarovski Award 여성복부분 그리고 2015 년 The Drawing Center 의 Creativity Award 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7 년 9 월 그는 TASAKI(타사키)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었다.

【2017년 9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