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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뷰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annabe Artist Crew

워너비아티스트크루
with워너비뷰티아카데미



워너비 아티스트 크루 (Wannabe Artist Crew)는

실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아티스트가 모여 만들어진 브랜드로

캠페인에 대한 컨셉 도출, 스타일 기획을 통해 수준 높은 결과물을

제공하는 단계별 뷰티(헤어&메이크업&네일아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렉터(Director), 프로(Pro), 아티스트(Artist) 구성으로 운영 중인

‘워너비 아티스트 크루’는 단순 뷰티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만을

제공하는 게 아닌 캠페인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파악하고

그와 적합한 컨셉 도출, 스타일 기획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결과물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예산 … ‘

이젠 상황에 국한되어 고민하지 마세요.

뷰티 해결사, ‘워너비 아티스트 크루’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Wannabe Artist Crew

워너비아티스트크루
with워너비뷰티아카데미



워너비 아티스트 크루를 소개합니다.

Director

Wannabe Artist Crew

김미림 총괄 디렉터
학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박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학 석사

경력
워너비뷰티아카데미 일산센터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학 교수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토탈미용예술학과 외래교수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미용학 교수
우송정보대학교 무대메이크업 교수
M Beauty 대표
MAKIST 메이크업아티스트
J's 드레스 메이크업아티스트
CHJ뷰티 메이크업실장
EBS 방송 스타일리스트
NEON STORY 공연 비쥬얼 디렉터
2013년 BETA컵 국제미용경기대회 심사위원
2014년 월드뷰티페스티발 메이크업 심사위원
2015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미용경진대회 심사위원
2017년 국제뷰티엑스포기능대회 메이크업부문 심사위원
2017년 상해국제미발미용경기대회 심사위원
2018년 스타킹 월드뷰티콘테스트 심사위원
2018년 아시아美 페스티벌 뷰티콘테스트 심사위원



워너비 아티스트 크루를 소개합니다.

Pro

Wannabe Artist Crew

메이크업 이현진 프로
학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학 석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박사과정

경력
워너비뷰티아카데미 일산센터 메이크업 강사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토탈미용예술학과 교수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메이크업 강사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스타일리스트
LG u+ navi 광고 촬영
가평지역 홍보영상
제 18 회 아시아 태평양 APHCA 세계 미용대회 심사위원
쏠라이트 미션극단 뮤지컬 ‘문준경’
제주시티발레단 분장팀
국립발레단 분장팀
(카르멘, 로미오와 줄리앳, 왕자호동, 백조의호수,
호두까기 인형, 라바야데르, 차이코프스키, 돈키호테,
롤랑프티의 밤, 쁠리에, 봄의제전, 라이징스타갈라,
스파르타쿠스, 잠자는숲속의 미녀, 발레갈라 다수 외)
국립오페라단
(돈카를로, 박쥐 다수 외)

메이크업 차로사 프로
학력

한국체육대학교 생활무용학과 학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학 석사과정

경력
워너비뷰티아카데미 일산센터 메이크업 강사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토탈미용예술학과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무용학과 월례창작발표회 메이크업/분장 담당

한국 현대무용 협회 콩쿨 무용수 메이크업/분장 담당
영화'불청객' 정겨운 메이크업&스타일링 담당
국제헤어피부미용기능대회 패션메이크업 대상

2018년 아시아美 페스티벌 뷰티콘테스트 심사위원

메이크업 박제준 프로
학력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경력
ANLOOK 샵 메이크업 실장

샤넬유한회사(CHANEL) 메이크업 아티스트
에스티로더 컴퍼니(M.A.C) 메이크업 아티스트

SKY TV “팻과사전”프로그램 메이크업담당



워너비 아티스트 크루를 소개합니다.

Pro

Wannabe Artist Crew

헤어 박주리 프로
학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석사과정
AUS Victory institute Hairdressing

경력
워너비뷰티아카데미 일산센터 헤어 강사
J's드레스룸 대표
ANC승무원학원 메이크업&헤어 교육강사
유니글로우 연예기획 팀장
2013년 BETA컵 국제미용경기대회 심사위원
2014년 월드뷰티페스티발 메이크업 심사위원
2014년 I.M.A국제뷰티 페스티발 심사위원
2015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미용경진대회 심사위원
2016년 국제뷰티엑스포대회 심사위원

헤어 최훈지 프로
학력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토탈미용예술학과

경력
워너비뷰티아카데미 일산센터 교수실장
지우헤어살롱 실장
헤어스테이지살롱 디자이너
삼성동 더살롱 헤어샵
2017년 국제뷰티엑스포대회 헤어부문 심사위원
2018년 스타킹 월드뷰티콘테스트 심사위원
2018 MISS QUEEN KOREA 헤어 총책임자
2018 k-뷰티킹 메이크업페스티벌 어워드 심사위원

헤어 김종선 프로
학력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박사과정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석사

경력
워너비뷰티아카데미 일산센터 헤어 강사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그리다;꿈 헤어 원장

토니앤가이 디자이너
홍대 린헤어 디자이너 실장

박승철헤어스투디오 디자이너
미스 인터콘티넨탈 코리아 서울대회

헤어메이크업 총담당
Toni&Guy Perm Couse 이수

Pivot point cut & dry Couse 이수
밀본 헤어컬러 교육 이수

Demi 헤어컬러 교육 이수



워너비 아티스트 크루를 소개합니다.

Artist

Wannabe Artist Crew

김수연 아티스트
경력
일산포근스튜디오 메이크업 헤어 담당
로레알 키엘브랜드
EBS, JTBC, SKY방송 스타일리스트

주니어 아티스트
워너비뷰티아카데미 실무과정 수료자



2019 슈퍼모델 선발대회

진행내용 메인협력사-워너비뷰티아카데미 / 2019 슈퍼모델 선발대회 본선진출자 23명, VIP(심사위원) 헤어&메이크업 전담

Case



2019 대학가요제

진행내용 전야제 대학가요제 출신가수 및 본선대회 전 참가자 헤어&메이크업 전담

Case



2019 미스 월드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미스 수프라내셔널 코리아

진행내용 본선 대회 백스테이지 전 참가자 헤어&메이크업 전담 (쉐라톤 워커힐)

Case



더케이 손해보험

진행내용 더케이 손해보험 온라인 광고 촬영 헤어&메이크업 전담

Case



2018 미스 월드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미스 수프라내셔널 코리아

진행내용 본선 대회 백스테이지 전 참가자 헤어&메이크업 전담 (쉐라톤 워커힐)

Case



코스메틱 브랜드 ‘미팩토리’ 99앰플 광고 촬영

진행내용 99앰플 광고 촬영 전 출연진 헤어&메이크업 전담

Case



LG 유플러스 골프 ‘쉘위골프in괌’

진행내용 LG 유플러스 골프 ‘쉘위골프in괌’ 전 출연진 헤어&메이크업 전담

Case



LG 유플러스 골프 ‘쉘위골프’

진행내용 LG 유플러스 골프 ‘쉘위골프’ 전 출연진 헤어&메이크업 전담

Case



KBS N X 강원랜드 도박예방캠페인 광고 촬영

진행내용 KBS N X 강원랜드 도박예방캠페인 광고 촬영 전 출연진 헤어&메이크업 전담

Case



ADDIBLE 2019 S/S 광고 촬영

진행내용 스포츠 수영복 브랜드 애디블 2019 S/S 광고 촬영 헤어&메이크업 협찬

Case



SKY TV ‘여행가.방’

진행내용 SKY TV ‘여행가.방’ 전 출연진 헤어&메이크업 전담

Case



ZANY TV 'HOLA SCHOOL WITH SF9'

진행내용 ZANY TV 'HOLA SCHOOL WITH SF9‘ 전 출연진 헤어&메이크업 전담

Case



레드브로스 ‘투쌤티비’

진행내용 레드브로스 ‘투쌤티비’ 출연진 샘 해밍턴, 샘 오취리, 미스코리아 이은비 헤어&메이크업 전담

Case



KH정보교육원 채용박람회

진행내용 KH정보교육원 채용박람회 참가자 이미지 메이킹 특강 및 헤어&메이크업 지원

Case



창작 뮤지컬 ‘비커밍맘2’

진행내용 창작 뮤지컬 ‘비커밍맘2’ 전 출연진 헤어&메이크업 전담

Case



Cass

방송사, 대기업, 지역, 대학교, 뷰티 브랜드 등 …

분야를 불문하고 많은 곳에서 워너비 아티스트 크루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리어, 월등한 실력!



워너비 아티스트 크루

프로젝트 구성

Suggest

A type
드라마 촬영

예능 촬영

광고 촬영

공연(뮤지컬,연극) …

B type
패션쇼

지역 행사

기업 행사

각종 프로모션 …

*A타입, B타입 상품 구성은 협의를 통해 맞춤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행사 규모, 예산을 사전에 공유 주시면 최적화된 상품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미디어 콘텐츠 촬영에 필요한

헤어&메이크업&네일아트

뷰티 스타일을 기획/제공합니다.

오프라인 행사에 필요한

헤어&메이크업&네일아트

뷰티 스타일을 기획/제공합니다.



워너비 아티스트 크루

프로젝트 진행 절차

Process

프로젝트 협의
행사 상세 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프로젝트 확정
캠페인의 컨셉을 도출하고
헤어&메이크업&네일아트
스타일을 사전 기획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사전에 협의된

헤어&메이크업&네일아트
스타일링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바이럴
워너비뷰티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

SNS 채널을 통해 현장스케치
콘텐츠를 발행합니다.



Brand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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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국가자격증 및 취업, 창업 교육에 특화된 미용 교육기관입니다. 



Brand Introduction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워너비뷰티아카데미 일산센터는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TV 드라마, 웹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소 협찬을 제공하며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워너비, 당신이 워너비!’
워너비 아티스트 크루가 함께하겠습니다.



Thank you

㈜워너비코퍼레이션

T 031-908-9970  F 0505-927-9567  E beauty@wnbcorp.com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1-17 킹타운 5층

mailto:shg@wnb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