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 징표: THOMAS SABO, 순은으로 만든 2015 가을/겨울 컬렉션 공개 
 
(라우프 안 데어 페그니츠, 독일 2015 년 7 월 1 일 PRNewswire=연합뉴스) THOMAS 
SABO 의 Love Bridge 신상 컬렉션의 뮤즈는 깊은 감정, 사랑 및 행복이다. 이번 시즌 
THOMAS SABO 의 보석 제품들은 모든 감각에 호소하고, 사랑하는 이와의 감정적 유대를 
전달한다. 이번 시즌만큼 THOMAS SABO 컬렉션이 감정과 삶의 환희로 가득 찬 적이 
없었다. 인기 사진작가 Ellen von Unwerth 가 낭만직인 캠페인 사진으로 새로운 컬렉션을 
완벽하게 선보인다. 이 사진에서 톱모델 Georgia May Jagger 와 Marlon Teixeira 가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566851-signs-of-love-thomas-sabo/  
 
THOMAS SABO 의 Love Bridge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인들이 개인적인 메시지를 새긴 
철자물쇠를 가장 아름다운 사랑 다리에 달며 자신들의 감정에 영원성을 부여한다. THOMAS 
SABO 의 새로운 Love Bridge 시리즈는 이와 같은 낭만적인 사랑 다리 관행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연인 간의 깊은 유대를 찬미한다. 925 순은으로 만든 은줄 세공 바를 통해 
팔찌의 양끝이 연결되며, 감정으로 충만한 개인적인 메시지를 새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연인이든, 가장 친한 친구든 혹은 가족이든, Love Bridge 는 세심한 말이나 아름다운 
인생 모토를 통해 철저하게 개인적인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다. 그리하여 이 
시리즈는 감정의 전달자인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어울리는 완벽한 선물이라 할 수 있다. 
Love Bridge 팔찌는 매우 다양한 스타일과 컬러를 바탕으로 THOMAS SABO 의 디자인 
코드를 완벽하게 준수한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의 연애와 스타일에 영원성을 부여할 수 
있다. THOMAS SABO 의 새로운 Love Bridge 팔찌는 모든 형태의 사랑에 대한 독특한 
증거를 제시한다.  
 
THOMAS SABO 소개 
THOMAS SABO 는 여성과 남성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디자인, 판매, 유통하는 
세계적인 장신구, 시계, 미용제품 업체다. Thomas Sabo 가 1984 년 독일 남부 라우프 안 
데어 페그니츠(Lauf an der Pegnitz)에 설립한 이 회사는 5 개 대륙에서 약 
1 천 750 명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250 개에 달하는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본사에는 
약 460 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또한, THOMAS SABO 는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항공사들과 약 2 천 600 여 거래 파트너들과 함께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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