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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UP FOR EVER X DJ FEDER 

아티스트 컬러 섀도우 론칭을 기념한 뮤직 트랙 ‘BREATHE’ 발표 

 

 [2017-12-01, 프랑스,파리] 

메이크업포에버와 FEDER는 새롭게 출시될 아티스트 컬러 섀도우 컬렉션을 통해  

메이크업과 음악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전설적인 아티스트 컬러 섀도우가 더욱 새롭고 다양한 컬러로 구성된 새로운 패키지로 

재탄생합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아티스트 컬러 섀도우는 매트, 메탈, 다이아몬드, 새틴, 

이리디슨트의 5 가지 독특한 피니쉬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최대 12 시간까지 

컬러가 지속됩니다 1. 

 

믹스 마스터(MIX MASTER)이자 무대 아티스트인 FEDER 는 아티스트 컬러 섀도우의 

무한한 컬러 조합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뮤직 트랙 “BREATHE”을 선보입니다.  

 

뮤직비디오 바로가기: https://youtu.be/G_dZf-2cJWg 

 

 
 

https://youtu.be/G_dZf-2cJWg


 
 

 
 

FEDER는 “ 나는 언제나 음악 작업을 할 때 컬러와 감성을 입히고 이것은 내가 창작 

활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BREATHE” 또한 아티스트 컬러 

섀도우의 무한한 컬러를 보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컬러를 통해 영감을 받아 작업하는 

것은 행복하고 메이크업포에버 TRIBE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RANKIN 은 “FEDER 의 이번 음악을 듣자 마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매번 예술과 

메이크업이 어우러진 메이크업포에버의 아티스틱 콜라보레이션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색상 조합을 창조할 시간입니다! 

 

   
 

모든 메이크업 및 음악 애호가는 자신만의 색상 조합을 창조하여 소셜 

미디어에#mycolormix 태그를 걸고 맞춤형 아이 섀도우 팔레트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쓰는 제품에서 영감을 받은 자석 케이스 

팔레트는 아이 섀도우, 페이스 파우더 등의 리필 제품을 자석으로 고정 시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메이크업 애호가는 이 시스템으로 자신만의 색상 조합을 

담은 ARTIST COLOR SHADOW 팔레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리필이 

가능하며 1~32 개의 ARTIST COLOR SHADOW 리필 제품에서 좋아하는 색상을 골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됩니다. 이제 창의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2의 모든 MAKE UP FOR EVER 및 SEPHORA 스토어 &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됩니다. www.makeupforever.com/www.sephora.com 

 

국제 언론 담당: 

Alix Girard 

girarda@makeupforever.fr 

+33(1)41431360 

 
120명의 여성을 대상을 한 기구 시험 결과 
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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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2월 

 남동아시아: 4월 

 중동: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