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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한국문화원, 인기 YouTube스타 시드니투유와 함께하는

K-뷰티 워크숍 개최 

- <한국 문화가 있는 날> 7·8월 프로그램 -

- 프로그램 1. 스킨케어 및 여자 아이돌 커버 메이크업 워크숍 (7.29 토요일, 오후 2:00) -

- 프로그램 2. 스킨케어 및 남자 아이돌 커버 메이크업 워크숍 (8.1 화요일, 오후 6:30) -

K-Drama, K-Pop에 이은 신 한류문화 열풍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K-Beauty를 주

제로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오승제)은 오는 7월 29일(토)과 8월 1일(화) 총 2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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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유명 유투브 스타인 시드니 김(@Sydneytoyou)을 초청하여 <K-Beauty Prep like

a K-Pop Star>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뉴욕한국문화원이 올해 3월부터 매달 진행 하고 있는『한국문화가 있는 

날(Korean Culture Day)』의 7월·8월 행사로, 7월 29일(토) 첫 번째 프로그램은 여성

을 위한 스킨케어 루틴과 인기 아이돌그룹 블랙핑크의 로제 메이크업을 배워보는 시

간으로, 그리고 8월 1일(화) 두 번째 프로그램은 남성을 위한 기본 스킨케어 루

틴과 세계적인 패션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인기 K-Pop그룹 빅뱅의 리더인 지드래

곤 메이크업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 한국문화가 있는 날 (Korean Culture Day)은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을 대

상으로 한국문화에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 달에 한번 문화 혜택을 제

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뉴욕한국문화원에서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K-Beauty는 얼루어(Allure), 보그(Vogue), 슬레이트(Slate), 엘르(Elle), 그리고 W 매거

진(W Magazine)과 같은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패션 미디어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

(The 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저널 (The Wall Street Journal), CNN 등과 같

은 미국의 주요 언론사에도 집중 조명 받으며 최근 유행에 크게 뒤처진 사람이 아

니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뉴욕에서 각광받는 뷰티트렌드로 자리매

김 하고 있다. 이들 언론이 공통으로 주목하는 K-Beauty의 장점은 10단계가 넘는 

복잡한 스킨케어 과정에도 불구하고 뷰티 브랜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뛰어난 기

능성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젊은 여성들에게 어필하는 귀엽고 톡톡 튀는 제품 패

키징, 상품성을 꼽고 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뉴욕한국문화원 김예선 교육담당자는 “미국화장품 시장에서 

특정 화장품 브랜드가 주목을 받아 온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미용

문화’ 자체가 이슈화 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K-Beauty가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뉴요커의 일상생활 속에 자

연스럽게 녹아드는 한국형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행사 개최 소감을 밝

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좌석이 제한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행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 예약 및 문의 사항은 뉴욕한국문화원 홈페이지 

(www.koreanculture.org/education-literatu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부일정

o 프로그램 1

- 제목 : 여성을 위한 K-Beauty 스킨케어 & 메이크업 워크샵

- 일시 : 7월 29일(토) | 오후 2~4

- 내용 

· 한국의 멀티스텝 피부 관리 방법 

· 블랙핑크의 로제 커버 메이크업 

* 무료 프로그램, 예약 필수

o 프로그램 2

- 제목 : 남성을 위한 K-Swag 스킨케어 & 메이크업 워크샵

- 일시 : 8월 1일(화) | 오후 6:30~8:30

- 내용 

· 남성을 위한 한국의 멀티스텝 피부 관리 방법

· 빅뱅의 지드래곤 커버 메이크업

* 무료 프로그램, 예약 필수

□ 강사소개

o 시드니 김 

- 뷰티채널 | www.youtube.com/sydneytoyou | 238K Subscribers + 20M Views

- 라이프스타일채널 | www.youtube.com/fromsydney | 110K Subscribers + 8M Views

http://www.koreanculture.org/education-literature
http://www.youtube.com/sydneytoyou
http://www.youtube.com/fromsydney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시드니 김은 미국의 온라인 여성 잡지사인 버슬

(Bustle)이 선정한 ‘유튜브에서 구독해야하는 최고의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뷰

티 블로거 9인(9 Best South Korean Makeup Artists & Beauty Vloggers to Follow

on YouTube)’에 선정된 바 있는 유명 유튜브 스타. 2014년 개설한 유튜브 뷰티채

널 Sydneytoyou를 통해 K-Beauty를 포함한 뷰티 제품 추천, 뷰티 팁, 그리고 메이

크업 방법 소개 등을 활발히 공유하며 전 세계적으로 23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

하고 있고, 그녀가 올린 영상은 2천만여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 중에 있다. 뷰티 

채널의 인기에 힘입어 2016년 개설한 일상, 요리, 여행을 주제로 한 라이프 스타일 

채널인 ‘fromsydney’ 또한 11만여명의 구독자와 8백만여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투브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활동과 더불어 강연과 메이크업 시연 프로그램, 방송

출연 등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