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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키 아틀리에 (TASAKI Atelier),
TASAKI(타사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라발 구룽 패션쇼에서 베일을 벗다.
TASAKI & Co., Ltd.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 동안 열린 TASAKI(타사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라발 구룽 (Prabal Gurung) 2019 년 봄 시즌 런웨이 쇼를 통해서 가장 최신
타사키 아틀리에 라인 (TASAKI Atelier)을 발표했다.
TASAKI(타사키)는 글로벌한 유명 디자이너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적이면서도
정교한 디자인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이다. 그 중 타사키
아틀리에 (TASAKI Atelier)는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프라발 구룽이 디자인한
하이엔드 주얼리이다.
2019 년 봄 시즌 런웨이 쇼를 통해서 소개된 새로운 아틀리에 (TASAKI Atelier) 라인은
유기적인 곡선과 그래픽한 선을 사용한 현대적인 스타일로 귀 주위를 감싸는 유니크한
후프 스타일의 이어링이다. 프라발 구룽의 고향인 네팔의 작은 마을 라나 타루 (Rana
Tharu)족이

착용하는

생동감

넘치는

옷과

장신구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TASAKI(타사키)의 최상급의 스톤과 진주 그리고 타루(Tharu) 부족과 TASAKI(타사키)
헤리티지의 고유한 장인 정신을 통하여 그 가치를 더했다.
2019 봄 컬렉션에서 보여주는 컬러는 마치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언어와
같이 묘사되고, 타사키 아틀리에 (TASAKI Atelier) 컬렉션은 옐로 사파이어, 가넷, 그린
가넷, 다이아몬드,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를 포함한 최상급의 스톤들로 표현된다.
2019 년 봄 시즌 런웨이 쇼에 소개된 타사키 아틀리에 (TASAKI Atelier) 라인은 2019 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 TASAKI(타사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라발 구룽의 현대적이고
럭셔리한 아름다움의 세계로 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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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AKI Unveils New TASAKI Atelier Jewellery at
Creative Director Prabal Gurung’s Fashion Show

TASAKI (TASAKI & Co.，Ltd.; Kobe Head Office： 6-3-2 Minatojima Nakamachi, Chuo-ku, Kobe; Tokyo Head
office: 5-7-5 Ginza, Chuo-ku, Tokyo; Board Director & CEO: Toshikazu TAJIMA) unveiled the latest capsule from
its TASAKI Atelier line, at Creative Director Prabal Gurung’s Spring 2019 show during New York Fashion Week.

TASAKI is a luxury jeweller that consistently delivers innovative, sophisticated designs through partnerships with
creators from around the world. Among them is the high-end TASAKI Atelier line designed by the brand’s
Creative Director Prabal Gurung.

The new collection includes a variety of unique hoop style earrings that utilize organic curves and graphic lines,
enfolding around the ear in a modern style. Inspired by the vibrant attire and embellishments worn by the Rana
Tharu tribe in the foothills of Nepal, Gurung’s homeland, TASAKI brings an elevated perspective utilizing the
highest quality stones and pearls, honouring the craftsmanship so inherent to both the Tharu tribe and the TASAKI
heritage. Colour is used as a universal language on the cross-cultural voyage of the Spring 2019 collection, and is
expressed in the TASAKI Atelier collection by utilitizing brilliant stones including yellow sapphire, garnet, green
garnet, diamond, South Sea pearl and Akoya pearl. The parts of these exquisite pieces from the TASAKI Atelier
line are scheduled to release in 2019.
We invite you to TASAKI’s world of modern beauty and luxury, created by TASAKI’s Creative Director Prabal
Gu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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