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명한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 Mario Dedivanovic, MAKEUP BY MARIO를 론칭하다.  

뷰티 애호가 및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위해 제작한 혁신적인 포뮬라 및 아티스트리 툴을 판매하는 럭

셔리 뷰티 브랜드 

뉴욕/PRNewswire/ -- 메이크업 아티스트 Mario 

Dedivanovic이 자신의 시그너쳐 테크닉을 주입한 세심하고 꼼꼼하게 제작된 포뮬라를 특징으로 하는 럭셔

리 뷰티 브랜드인 MAKEUP BY MARIO를 선보였습니다. 

눈과 피부를 위한 고품질 제품 및 도구 21개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쉐이드는 어디에든 사용할 수 있으며 모

든 사람의 피부톤에 맞추어 제작되었습니다. 

"MAKEUP BY 

MARIO를 통해 저의 이력에 걸쳐 좋아했고 사용했던 테크닉에 영감을 받아 저의 시그너쳐 테크닉을 가지

고 이용하기 편리한 프로 제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라며 Mario는 말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반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저의 전체적인 사고 과정을 알려주었으며 모든 테크닉을 시연해주

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테크닉과 철학을 제품에 주입했습니다."  

2020년으로 Mario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본 브랜드는 20년간의 아티스트리, 

경험 및 실험의 정점을 담은 것이며 요즘 가장 유명한 몇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였습니다. 

교육부터 소셜미디어, 그리고 혁신까지, 

Mario는 뷰티 업계의 끝에서 이끌어나가는 선지자이자 개척자입니다. 

그는 국제적인 팬을 만들어냈으며 지난 10년 동안 가장 유명했던 메이크업 테크닉을 가르치고 유행시켰고 

뷰티 업계에 영감을 주고 전망을 영원히 바꾸어버린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존경받는 실세이자 국제적인 센세이션인 MAKEUP BY MARIO는 뷰티 업계의 새로운 클래식입니다. 

발명과 재발명의 마스터인 Mario는 타협 없이 제품의 퍼포먼스를 강조하여 본 컬렉션을 세심하게 만들어

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모두가 안정감, 

확신 및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라며 Mario는 전했습니다. "MAKEUP BY 

MARIO는 매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컬렉션에 내포된 메이크업 아티스트리에 대한 저의 열정이자 사랑이

며 럭셔리하고 전문적이지만 보편적인 메이크업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정말 최고 품질의 포뮬라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MAKEUP BY 

MARIO는 2020년 10월 1일에 makeupbymario.com에서 독점적으로 론칭될 것이며 2020년 후반 및 2021

년 초부터 시작해 카테고리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MAKEUP BY MARIO 

제품의 가격은 $14에서 $48이며 2020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 makeupbymario.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브랜드 팔로우하기: @makeupbymario 

 

연계인: MAKEUP BY MARIO 또는 Mario Dedivanovic에 대한 더 많은 정보 확인: 언론 연계인: Shirin 

Azmi, BOLD PR, 646.214.5727 x104, Shirin@Boldp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