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리케이션

사용법?

피부 진단부터 솔루션까지,
당신의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스스로 키워보세요.

Do it yourself!

iOS APP

Android APP

www.lillycover.com
릴리커버의 더 많은 정보를 알고싶으면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릴리커버는 백합의 꽃말과 여성의
이름을 상징하는 중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과 변함
없는 사랑을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립니다.

1. 디바이스를
연결합니다.

2. 설명에 따라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세요.

3. 릴리커버
디바이스의 IMP
버튼을 누릅니다.

피부 진단

피부 히스토리

플라즈마 마사지

워터 케어

자외선 케어

수분 케어

US Office
#3003 N. 1ST ST. #249, SAN JOSE, CA 95134
[Tel] 408 673 7540
[Mail] sunhee@lillycover.com

4. IMP 센서로
양 볼의 수분도
를 측정합니다.

5. 셀프 피부 진단
을 시작합니다.

6. 마지막으로
결과를
확인하세요.

Korea Office
CREATIVE FACTORY 4F, #41260, 471,
Dongdaegu-ro, Dong-gu, Daegu, Korea
[Tel] +82 53 756 1140
[Mail] info@lillycover.com

Search

on SNS!

Enjoy the analysis caring your skin!

피부 재생

플라즈마 마사지
- 플라즈마는 자극없이 진피까지 침투가 가능한 물질입니다.

기능

표피층

- 제품을 피부에 가져다 대고 마사지를 하면 콜라겐,
엘라스틴 등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 개인마다 다른 피부 강도를 고려해 3단계 강도로

진피층

조절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일시적으로 피부 장벽을 허물어서
화장품의 흡수율을 120배 높여줍니다.

카메라 분석
∙ 60배 확대 카메라로
피부를 분석합니다.
∙ 유수분, 모공, 홍조,
색소, 주름, 민감 지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피부 진단
∙ 릴리커버만의 알고리즘
을 통해 40가지 피부
유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각 피부 타입마다 스킨케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플라즈마 마사지
∙ 화장품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피부
개선과 피부 진정
∙
에 도움을 줍니다.

표피층
진피층
∙ 플라즈마로 진피를 운동시켜
세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마사지

피부 진정

표피층

휴대용 사이즈
∙ 어디서든 디바이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 체크 기능
∙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의
온도, 습도, 자외선을
체크합니다.
∙ 피부 관리를 위한 주변
환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 연동
∙ 동기부여를 위한 데일리
퀘스트를 제안합니다.
∙ 피부 진단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부 유형에 따른 화장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진피층

3단 강도 조절

∙ 아토피 개선과 여드름 균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질층
표피층

Everyday I'm translating your SKIN

진피층

∙ 각질 개선과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