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cturer profiles
㈜한국패션심리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74 진성빌딩 4층, 02-508-8233

1

약력
민율미
현) ㈜한국패션심리연구원장

전) 오산대학교 스타일리스트과 외래교수
전) 오산대학교 외식산업학과 겸임교수
전) 김포대학교 대인관계능력 외래교수
전) 용인송담대학교 매너와 이미지메이킹 외래교수
전) 전남도립대학교 토탈뷰티미용학과 외래교수
전)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이미지컨설턴트
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미지컨설턴트
전) 패션디자이너, 매거진 스타일리스트
학력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사회심리 박사과정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패션학과 석사
TV 및 언론 출연
KBS 특집 다큐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탄핵" 편
KBS VJ특공대 "골드 퀸" 개인스타일리스트 편
MBC 경성판타지 “스타일리스트＂ 편
MBN "정완진이 간다" 개인스타일리스트 편
인천 Tbroadband 다문화 여성 이미지메이킹 편
CBS 김현정의 뉴스쇼
중앙일보,이데일리, Power korea 기획인터뷰
CJ ENT “뷰레카” 고정 패널
자격사항
컬러리스트 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퍼스널컬러 이미지컨설턴트(일본 DIC 컬러회사)
브랜드 관리사 (사단법인 브랜드마케팅협회)
F.I.T fashion styling course 수료
DIC color design, INC. JAPAN personal color course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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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퍼스널컬러전문가
컬러리스트/ 자기관리와 이미지메이킹 공저

강의분야 및 연구
강의분야
이미지 메이킹
•
•
•
•
•

분위기를 사로잡는 패션& 뷰티 스타일링
나만의 시그니처 룩 만들기
나를 아름답게 하는 퍼스널 컬러
패션으로 보는 인문학
성공하는 기업의 드레스코드

이미지 심리학
• 호감을 만드는 매력의 법칙
• 삶을 바꾸는 긍정 심리학

연구

자문

저서

• 컬러리스트 (2020)/민율미 외 공저/㈜시대고시기획
• 퍼스널컬러전문가(2016)/민율미/ 한국패션심리연구소
• 자기관리와 이미지메이킹(2017)/ 민율미 외 공저/ 한국패션심리연구소

퍼스널브랜딩
•
•
•
•

논문

• 여성정치인의 패션이미지가 정치적 능력이미지와 유권자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더불어 민주당 소속 제 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소속 제 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초선의원
MBN 대표

제품자문
• 로레알 2020 SS 크림제품 헤어컬러 7종
• 로레알 2019 FW 헬로버블 컬러
• 조선호텔 서울/부산/제주 그루밍 가이드
• 몬드리안 호텔 패션 및 그루밍 가이드
• 파라다이스 부티크/크로마/씨메르 브랜드 이미지
• 파라다이스 호텔/ 카지노 브랜드 이미지
• 고려대학교 퍼스널컬러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간필터
• 이마트 스톤브릭 신제품 퍼스널컬러 프로그램 개발
• 올리브영 뷰티큐레이터 퍼스널컬러 과정 개발
• 스톤브릭 퍼스널컬러 컨설턴트 과정 개발
• 헤라 백화점 퍼스널컬러 아티스트 개발

기 사
• 중앙일보 패션심리로 본 역대 대통령 포스터③'이것'으로 당선?
• 중앙일보 패션심리로 본 대선 포스터② 승자는 누구?
• 이데일리 민율미 한국패션심리연구소 소장 “고준희, 이미지 브랜딩을 가장 잘 하는 배우”
• 이데일리 뷰티용어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② 퍼스널컬러 - 메이크업 실전편
• 이데일리 뷰티용어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① 퍼스널컬러
• 중앙일보 힘들 땐 꿈꾸는 여행지 사진 화날 땐 드뷔시 ‘달빛’ 감상
• 노컷뉴스 [훅!뉴스] "朴, 옷값만 7억원"…옷로비 가능성은?
• 스포츠 월드 지금은 개성시대, 이미지 컨설팅으로 개인 브랜드 정립
이러닝
•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날개’ 고객역량강화과정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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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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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강처
[기업]
패션 에르메스, 피아제, 신세계인터내셔날 :조르지오 아르마니, 엠포리오 아르마니, 돌체앤 가바나, 지방시, 아크네 스튜디오, 베라왕, 알렉산더왕, 브루넬로 쿠치넬리,
어그, 크롬하츠, 크리스찬 루부땅, 아디다스, 스톤헨지, 디디에두보, 파슬코리아 뷰티 VDL, MAC, 스톤브릭, 헤라, 크리스챤디올 미장센, 리안헤어 유통 올리브영, GS
홈쇼핑, CJ 오쇼핑, 신세계백화점, 롯데 백화점, 롯데 면세점, 블루벨 코리아 금융 하나은행,농협, 우리은행, 신영증권, 삼성증권, ING생명, KB금융, 대한생명, 한화화재,
현대카드, 삼성생명, 금호생명 호텔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카지노/부티크 전라인, 웰스토리, 제일제당(CJ), 안성 윈체스트, 레이크우드 CC 통신 하나로 텔레

콤, SK 브로드밴드 취업 잡코리아, 커리어, KT&G 기타 능원공업주식회사, 한샘, 주) 한국 알박 병원 삼성서울병원
[공공기관/단체]
정부기관 대한민국국회, 서울시청, 수원지방검찰청, 경기도 교육청, 서울시 인재개발원, 경기도청 화순군청, 광주 제1전투 비행단, 해양경찰청, 경기도 교육연수원, 강
원도 교육 연수원,시흥시청, 경기시청, 부천시청, 중랑구청, 성북구청, 부산북구청, 동대문구청 복지관 강북청소년 수련관, 인천 서구 다문화 센터, 인천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인천평생교육원, 화순 온누리 복지관, 서울 제 1 신정복지관, 서울시 제 9 신정복지관 , 서울 등촌 제1복지관 공사 한국전력공사 경기도시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경기도의회, 전남도의회 단체 한국무역협회, 한아세안센터, 한국플랜트협회
[학교]
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여주 대학교, 유한대학교, 대덕대학교, 오산대학교,
김포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전남도립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중·고등학교 서라벌 중학교, 인수중학교, 한강미디어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화정 고등학교 ,명지 고

등학교, 숭덕여자고등학교, 살레시오고등학교, 전주 여자 고등학교, 경기상업고등학교, 대전 계룡공업고등학교, 인천문학정보고등학교, 선일여자고등학교,신정여자상
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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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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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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