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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포에버, 켈라니(KEHLANI)와 함께 '24시간* 유지되는 

이슬레져 메이크업' 아쿠아 컬러 컬렉션 선보여 

 

[2017-04-28] 유명 메이크업 아트 브랜드 메이크업 포에버(MAKE UP FOR EVER)와 

떠오르는 R&B 신예 스타 켈라니가 국제적인 아트 프로젝트를 위해 손을 잡았다. 바로 오래 

지속되는 고성능 방수 눈화장 컬러 컬렉션 두 개를 출시한 것이다. AQUA XL COLOR PAINT 

크림 아이 섀도우와 AQUA XL INK LINER 리퀴드 아이라이너는 올 5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판매에 들어간다.  

영상 보기: https://youtu.be/3NoF428Jlf8 

 

메이크업 포에버의 AQUA XL 프랜차이즈에서 출시되는 2가지 컬렉션을 포함한 양측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투어와 사진 촬영을 포함해서 켈라니의 모든 활동에 필요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메이크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켈라니는 메이크업 포에버와 함께 만드는 2017 

AQUA XL 캠페인 사진과 영상에 출연할 예정이다.  

https://youtu.be/3NoF428Jlf8


 
 

켈라니는 “메이크업 포에버로 화장하면 무대에서 내가 강해진다고 느낀다”며 “나는 예뻐 

보이고 싶고, 나 자신 그대로를 드러내고 싶다. 그래야지만 자신 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은 공연 중에도 녹거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무대에서 메이크업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서 “잘 단결된 메이크업 포에버 커뮤니티에 

합류하게 돼 큰 영광으로 느낀다. 브랜드와 손잡고 아트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메이크업과 멋진 메이크업 포에버 브랜드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매일 내게 영감을 

불어넣는 멋진 사람들과 함께하게 돼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연자와 무대 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수요에서 영감을 받아 1984년에 만들어진 메이크업 

포에버는 까다로운 메이크업 사용자의 엄격한 환경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한다. 

AQUA XL 도 예외가 아니다. 지속 시간이 길고, 색소가 더욱 풍부하며, 발림성이 좋은 것으로 

유명한 AQUA XL 프랜차이즈는 화장을 지우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컬러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무대와 더불어 극단적인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색조 크림 아이 섀도우 신제품 AQUA XL COLOR PAINT 와 풍부한 리퀴드 

아이라이너 AQUA XL INK LINER는 최대의 색 강도와 24시간 유지되는 지속력을 자랑하며, 

생기 넘치는 다양한 중간색으로 판매된다.  

 

메이크업 포에버 CEO Nicolas Cordier는 “자사는 대담한 개성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인재의 

창의성과 예술 정신을 꾸준하게 지원했다”며 “켈라니는 그 세대의 아름다운 대담 무쌍한 

정신을 구현한다. 그녀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고성능 포뮬러로 제조된 신제품 AQUA XL 

컬렉션을 대변하기에 딱 맞는 공연자”라고 말했다.  

 

무한한 에너지와 거부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뛰어난 댄서인 켈라니는 생기 넘치고 막을 수 

없는 AQUA XL 프랜차이즈의 정신을 보여준다. 두 번이나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켈라니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OST 중 하나인 ‘Gangsta’ 외에 ‘CRZY’나 ‘You Should Be Here’ 등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곡을 여럿 작곡했다. 최근에는 첫 정규 앨범 

SweetSexySavage 를 발매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메이크업 포에버는 #iamanartist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켈라니를 환영하고, 모든 이들이 내면의 예술성을 발현하고, 올 한 해 

켈라니의 모든 공연 및 예술적 창작물과 함께할 것을 장려했다.  

 

출처: 메이크업 포에버(MAKE UP FOR EVER) 

International Press Contact: Alix Girard, girarda@makeupforever.fr 

(*) 22명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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