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olette, 메이크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겔랑에 합류 파리 2021년 7월 23일  

/PRNewswire/ -- 창의성, 대담성, 파리 시크, 높은 수준을 알아보는 식별력 및 진정한 헌신 정신으로 

무장한 Violette이 프랑스의 미(아름다움),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과 동일시되는 브랜드인 겔랑에 

합류했다. 겔랑은 그 역사가 19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929251-violette-becomes-guerlain-

creative-director-of-makeup/  

"나의 겔랑 사연은 실제로 나의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린 소녀 시절에 얼굴색을 위한 

파스텔톤 진주를 담은 Meteorites는 내게 진정한 미적 영향을 미쳤다. 나는 홀린 듯이 Meteorites 

상자를 보곤 했으며, 빨리 성인 여성이 되고 싶었다. 화장대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며, 이 

멋진 Meteorites를 바르는 나를 상상하곤 했다. 오늘 나는 메이크업 디렉터로서 겔랑의 역사에서 다음 

장을 써달라는 초대장을 받았다. 이것이 아름다움의 마법이다."  

Violette은 겔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겔랑은 여성이다! 현대적인 왕후이자 뼛속까지 파리 

여성이다. 이토록 풍부한 유산을 가진 상징적인 겔랑 하우스에 합류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메이크업 속에 담긴 겔랑의 가치를 신세대에 전달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오늘의 미를 

찬미하며, 내일 미를 찬미할 예정인 이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개척 정신의 브랜드 겔랑 하우스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참여하고, 여성성과 

함께함으로써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Violette은 "한계란 없다" 또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젊은 여성인 Violette은 메이크업 

세계에서 자리를 잡았다. 프랑스 여성인 그녀는 2015년에 즉흥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인정을 받았다(그녀의 별자리가 양자리인 만큼, 그녀는 끈기가 있고, 모험을 즐긴다). 

그녀는 경력을 시작한 후 주요 브랜드와 협력 작업을 했다(예를 들어, 메이크업 디자이너로서 디오르와 

협력했고, 좀 더 최근에는 불과 33세의 나이에 에스티 로더 글로벌 뷰티 이사에 임명됐다). 그녀는 

이름을 떨치는 데 성공했고(그것도 성명 전체가 아닌 이름만으로), 현대 뷰티 연대기에 자신의 작업을 

새겨 넣었다. 그녀의 세계는 독특하고 풍요롭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즉흥적인 창의성, 파리인의 감성, 

능수능란한 기법 및 예술을 향한 사랑이 혼합돼 있다.  

"겔랑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예술은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예술이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늘 말해왔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Vogue, Harper's Bazaar, W Magazine, T Magazine, Dazed, Teen Vogue 및 Elle 

등 유명 잡지와 협력하며 만든 수천 장의 이미지로 가득 채워져 있다. 패션 사진이 그녀의 주 

영역이지만, 그녀는 메이크업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예술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수많은 팔로워(인스타그램 팔로워는 400,000에 달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그녀는 메이크업 강의와 뷰티 스냅숏을 공유하고자 6년 전에 유튜브 채널 Violette_fr를 

만들었다.  

https://www.multivu.com/players/uk/8929251-violette-becomes-guerlain-creative-director-of-makeup/
https://www.multivu.com/players/uk/8929251-violette-becomes-guerlain-creative-director-of-makeup/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수월하게 화장하는 그녀에게 있어 열정적인 팬 커뮤니티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거의 본능이다. 그녀는 지난 4월에 자신의 메이크업 라인 VIOLETTE_FR를 출시했다.  

오늘 겔랑과 Violette는 2인조가 돼 아름다움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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