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에밀리 디도나토, 비오템 세계 스킨케어 대사로 임명 

 

(파리 PRNewswire=연합뉴스) 고급 스킨케어 브랜드 비오템이 오늘, 모델 에밀리 디도나토를 

세계 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자연미인 모델이자 컬럼비아대학교 학생으로, 

크리스티 털링턴 번즈, 캔디스 스와네포엘과 함께 비오템 브랜드의 피부건강을 위한 라이프 

플랑크톤(Life Plankton)(TM) 제품을 대표하게 되었다.  

 

멀티미디어 뉴스 배포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333051-emily-didonato-

biotherm-skincare-ambassador/ 

 

에밀리 디도나토는 “늘 비오템 제품의 자연성을 사랑해왔는데, 이렇게 비오템의 구성원이 돼 

매우 행복하다”며, “여행만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되면서, 비오템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비오템의 라이프 플랑크톤 에센스는 건조하고 갑갑한 ‘나의 

피부를 더는 관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이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면서 

“비오템의 모든 제품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재생해줄 상당히 강력한 성분인 라이프 플랑크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올여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안 좋아진 내 피부를 

위해, 바로 지금이 비오템을 사용할 가장 좋은 때”라고 말했다.  

 

에밀리 디도나토는 이탈리아계, 아일랜드계와 미국계의 혼혈로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미모의 

표지모델 인기 스타다. 그녀는 올 6월 비오템을 위한 행사에 데뷔한다. 

 

그녀는 패션쇼 무대에서 잠시 벗어난 가운데, 미모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하고자 하는 

비오템의 상징이 됐다. 그녀가 세계와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에서의 여과되지 않고, 신선함을 

갖춘 피부를 선호한 것이다. 이는 회복하는 자연의 힘을 통해 피부를 눈에 띄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오템의 노력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에밀리는 27세의 나이에 자신의 경력의 절정에 이르렀으며, 배움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스스로 

의문을 극복하고, 컬럼비아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녀는 과제를 진행하면서도 

인스타그램 모델로서 산속, 마라톤 경주로에서 찍은 마술 같은 사진을 통해 소울 서클, 요가, 

비타민 D를 위한 북부 지방에서의 휴식 등 뉴욕 시에서의 모델 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스킨케어에 열정적인 에밀리 디도나토는 비오템에서 연락하기 전에 이미 수년 전부터 비오템 

제품의 애호가였다. 비오템 사장 David Fridlevski는 “에밀리의 개인적인 관심과 그녀의 대단히 

활동적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생활 방식이야말로, 그녀가 비오템의 회복 효능에 대한 이상적인 



홍보대사가 될 수 있었던 요소”라며, “대단히 영리하게도, 그녀는 영향력 있는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에 대해서도 영향력 있는 의견을 이뤄가고 있다. 그녀가 자신의 

커뮤니티와 참여하는 것을 통해 비오템에 있어 그녀를 선택한 것은 절대적으로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에밀리의 피부건강을 위한 일상 

이번 발표를 기념하기 위해 에밀리는 자신이 선호하는 비오템의 다섯 가지 필수 제품을 

선정했다. 그녀의 일상은 5월 말 @biotherm 인스타그램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팬들이 이러한 

제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milylovesbiotherm 

 

에밀리 디도나토 

생년월일: 1991년 2월 24일 

출생지: 뉴욕 

모델 활동 데뷔: 2009년 

@emilydidonato: 구독자 110만 명 

 

비오템 소개 

1952년 라이프 플랑크톤(TM)의 효능을 발견한 이래로 피부 생물학을 개척해온 비오템은 첨단 

스킨케어 솔루션에 라이프 플랑크톤(TM)의 놀라운 회복력을 활용한다. 비오템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통해 유례없이 유쾌한 텍스처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성분을 주입한다. 비오템은 모든 피부 유형, 고민거리 및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130가지 이상의 얼굴 및 신체 솔루션으로 구성된 완전한 제품군을 제공한다. 비오템 

대표 제품에는 라이프 플랑크톤(TM) 에센스, 아쿠아수르스 수분크림(Aquasource Gel), 

블루테라피 세럼(Blue Therapy Serum), 레 꼬포렐(Lait Corporel) 등이 있다. 추가 정보는 

http://www.biothe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693670/Biotherm.jpg ) 

 

영상: https://www.multivu.com/players/uk/8333051-emily-didonato-biotherm-skincare-

ambassador/ 

 

출처: 비오템(Bioth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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