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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뷰티아카데미와

최고의 뷰티셀럽이 함께하는

Wannabe Beauty Lab



진짜 뷰티를 완성하는 연구

워너비뷰티랩 (Wannabe Beauty Lab)은

뷰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뷰티 셀러브리티들의 감각과

테크닉을 나누는 뷰티컨퍼런스 브랜드로서 자격증 매뉴얼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는 미용 교육 현실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디어 또는 온라인으로만 동경하던 자신들의

워너비(wannabe)와 직접 만나 소통하며 트렌디한 주제를 통해, 

메이크업, 네일아트, 피부미용, 헤어 등 뷰티 각 분야

셀러브리티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으며 전문적인 감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Wannabe Beauty Lab



워너비뷰티랩 Episode.1 네일아티스트센스홍

진행일정 2017년 7월 2일(1차) / 2017년 7월 16일(2차)

진행내용 클리어 젤을 이용해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2D 캐릭터 아트 & 대리석 마블아트 기술 시연

인스타그램 132k의 팔로워를 자랑하며, 소녀시대, f(x), 걸스데이 등

많은 연예인들의 네일을 담당하며 다수 TV쇼와 CF 출연 경험을 가진 네일 아티스트 센스홍

SENSE_HONG

PORTFOLIO
네일스튜디오 ‘lulu’ 원장

<담당 연예인>
걸스데이, 트와이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세미나&인터뷰>
2016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젤리핏 네일 세미나 진행
서울 매거진 인터뷰

<방송출연>
tvN 곽승준의 쿨까당 (셀프 네일아트)
SBS funE 스타뷰티쇼 (꽃보다 네일, 썸머네일)

Case



워너비뷰티랩 Episode.1 네일아티스트센스홍

진행일정 2017년 7월 2일(1차) / 2017년 7월 16일(2차)

진행내용 클리어 젤을 이용해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2D 캐릭터 아트 & 대리석 마블아트 기술 시연

접수시작 25분만에참가정원 60명마감
참가 지원자 단시간에 400명 돌파

네일아티스트센스홍 2회차강연추가개설
참가접수 30분만에 참가정원 마감

Case



워너비뷰티랩 Episode.2 메이크업아티스트박태윤

진행일정 2017년 9월 2일

진행내용 컨투어링을 이용한 2017 F/W 가을 메이크업 기술 시연

한국의 아이돌부터 스포츠스타, 해외의 셀러브리티까지 모델에 따라

변화무쌍한 컬러 플레이를 펼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태윤

PARK TAEYOON

PORTFOLIO
Consultant . Innisfree 상품기획 고문 / THE AMORE GALLERY
Chief makeup artist . LANEIGE / STILLA
Official makeup artist .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Loreal)
Professor . WOOSONG univ. Beauty Design maj. / KYUNG NAM univ.
Makeup class . Shuuemura in Tokyo

<TV SHOW>
On Style . Lipstick Prince (정식 게스트)
On Style .Style Show Fil (M.C)
On Style .Get it Beauty Diary (메인 패널)

<AWARDS>
2004 Harpers BAZAAR, ‘올해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
2004 한국 패션 사진과 협회 선정 ‘올해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
2015 K-Model Awards ‘올해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

Case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 된

라이브방송시청자 500여명돌파

워너비뷰티랩 Episode.2 메이크업아티스트박태윤

진행일정 2017년 9월 2일

진행내용 컨투어링을 이용한 2017 F/W 가을 메이크업 기술 시연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태윤 메이크업 강연 영상

SNS 20,000명도달 & 5,000 view
Case



워너비뷰티랩 Episode.2 메이크업아티스트박태윤

진행일정 2017년 9월 2일

진행내용 컨투어링을 이용한 2017 F/W 가을 메이크업 기술 시연

Case

컨텐츠제작
현장스케치 컨텐츠, 메이크업 시연 영상 컨텐츠 등…



워너비뷰티랩 Episode.3 메이크업아티스트손대식

진행일정 2018년 7월 21일

진행내용 2018 팬톤컬러를 이용한 2018 F/W 가을 메이크업 기술 시연

한국인 아티스트 최초 뉴욕 파리 패션위크 참여와 미국 세포라 광고 작업, 구찌 월드 캠페인 작업과

이나영, 전지현, 송혜교, 수지, 미란다 커, 수키 워터하우스 등 국내외 탑스타의 메이크업을 책임져온

트렌드를 리드하는 천재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대식

SON DAE SIK

PORTFOLIO
2008-2010 ‘SEP’ Creative Director
2011-2016 ‘Son&Par’ 대표이사 & Creative Director
2017~ 주)손대식박태윤 대표이사 & Creative Director, 제스젭(gesgep) 런칭

<Celeb client>
전지현, 이나영, 송혜교, 수지, 원빈, 강동원, 다니엘헤니, 박효신, Miranda Kerr, Babara Palvin,
Poppy Delevigne, Zhangziyi, Suki Waterhouse, Kaya Scodelario

<AWARDS>
2002 한국패션사진가협회, 올해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상
20185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올해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상

Case



접수시작 60분만에참가정원마감
참가 지원자 단시간에 500명 돌파

워너비뷰티랩 Episode.3 메이크업아티스트손대식

진행일정 2018년 7월 21일

진행내용 2018 팬톤컬러를 이용한 2018 F/W 가을 메이크업 기술 시연

워너비뷰티랩 Episode.3 현장스케치 영상

SNS 10,000명 도달 & 100,000 view
Case



워너비뷰티랩 Episode.4 헤어디자이너기우쌤

진행일정 2019년 4월 5일

진행내용 [1부] 트렌드 헤어쇼 [2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부] 현장 이벤트

Case

청담동 토탈뷰티샵 요닝 디자이너 겸

뷰티 크리에이터

기우쌤 (디자이너 기우)

청담동 토탈뷰티샵 요닝 헤어 디자이너

뷰티 크리에이터 (구독자 346,634명 *2019.02.25기준)

헤어 제품 쇼핑몰 키유스토어 운영

UMAX TV프로그램 <박씨네 미장원> 고정출연 (2019.02.12~)

스쿨룩스 <스쿨루키> 화보촬영 헤어 담당

대학교 강연 및 멘토링 다수 진행 (동명대,청강대,

NAVER 헤어 멘토 선정

NAVER 뷰스타(BEAUSTAR) 선정

올리브영 X 이지엔 뷰티클래스 진행

유명 셀러브리티 헤어 전담 (정재호, 레오제이, 안재억 등) 



워너비뷰티랩사상최대인원 200명참가
참가 지원자 단시간에 800명 돌파

Case

워너비뷰티랩 Episode.4 헤어디자이너기우쌤

진행일정 2019년 4월 5일

진행내용 [1부] 트렌드 헤어쇼 [2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부] 현장 이벤트

참가자와의소통형특강진행
Q&A시간을 1시간으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참가자들의 헤어 관련 궁금증 해소



워너비뷰티아카데미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아티스트를 꿈꾸는 이들이

정말 원하는 특강 내용은 무엇일까?”

Suggest



Suggest

아티스트를 꿈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원하는 특강 내용> 설문조사 결과
* 18년 7월 / 200명의 예비 아티스트

셀러브리티의
노하우/경험담

(72%)

기본적인
현장실무스킬

(19%)

근무환경
(6%)

기타
(3%)



대부분의 예비 아티스트는 흔하고 뻔한 특강 내용이 아닌

평소 동경하고 각광받는 셀러브리티의

실무 노하우와 경험담을 듣고 싶어합니다.

Suggest

너무나뻔한특강내용

똑같은말만반복하는특강

들으면들을수록멀어보이는아티스트의길



Suggest

오로지 예비 아티스트의 꿈을 위해, 올바른 교육 제공을 위해

비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뷰티 컨퍼런스 브랜드 <워너비뷰티랩>

부디 이 자리에 ‘워너비’로 자리하시어 예비 아티스트에게

노하우와 경험담 공유를 통해 꿈의 길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워너비뷰티아카데미가 워너비에게 제안합니다!

1. 제안내용

Suggest

워너비뷰티랩
강연진행

“강연을 통한 셀러브리티 인지도 상승”

진행 횟수 ｜ 1회 진행

강연 내용 ｜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피부미용에 대한 간략한 이론적 지식 전달과 기술 시연 진행

진행 시간 ｜ 1시간 ~ 1시간 30분 소요

진행 장소 ｜ 워너비뷰티아카데미 일산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1-17 킹타운 5층)

강연 대상 ｜ 수강생 대상이 아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접수

현장스케치
컨텐츠 활용

“온라인 채널 바이럴을 통한 이슈 메이킹”

진행 내용 ｜ 강연 촬영 이미지, 영상을 활용한 현장스케치 컨텐츠 노출

협의 사항 ｜ 컨텐츠에 노출되는 셀러브리티 초상권 사용

노출 채널 ｜ 워너비뷰티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 SNS 채널

참고 URL ｜ https://youtu.be/Eshbh6359Qk

https://youtu.be/Eshbh6359Qk


워너비뷰티아카데미가 워너비에게 제안합니다!

2. 진행스케줄

Process

진행 방향 협의
기획, 일정 등 행사 진행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함께 협의합니다.

강연 내용 준비
워너비뷰티랩 당일에 강연 할
내용을 준비 및 공유합니다.

워너비뷰티랩 강연 진행
워너비뷰티아카데미 일산센터에서

워너비뷰티랩 강연(시연)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컨텐츠 바이럴
워너비뷰티랩 강연 이미지,
영상을 활용하여 컨텐츠를

제작/발행합니다.



Brand Introduction

워너비뷰티아카데미는 ㈜워너비코퍼레이션이 설립·운영하는 메이크업, 헤어, 네일아트, 피부미용 전문 미용학원 브랜드로

미용국가자격증 및 취업, 창업 교육에 특화된 미용 교육기관입니다.



Brand Introduction

워너비뷰티아카데미 일산센터는 7개의 강의장을 포함한 면적 220평의 국내 최대 규모이며,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최적의 면학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또한 고급살롱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기재들과 페디 스파 등 기존 아카데미에서는 볼 수 없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rand Introduction

워너비뷰티카페는 뷰티 아티스트들의 휴식 공간이자 그들의 뛰어난 감각과 테크닉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이 곳은 뷰티 아티스트들이 소통하고 감각을 공유하는 카페와 최고급 살롱시설을 재현한 뷰티 살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워너비, 당신이 워너비!’
워너비뷰티아카데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Thank you

㈜워너비코퍼레이션

M 010-5312-5588  T 031-908-9970  F 0505-927-9567  E shg@wnbcorp.com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1-17 킹타운 5층

mailto:shg@wnb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