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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코스 프리미엄 화이트펄 톤업 크림

(미백 기능성 화장품) 50ml 

TONE-UP · MOISTURIZING · WHITENING · VITALIZING



#램프크림 #예쁨크림 #생기톤업 #수분광채 #광채피부

매끄럽게 빛나는 광채 피부를 선사하는 화이트닝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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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가득 워터풀 텍스처

풍부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크림 타입 제형이 물방울 터지듯 촉촉하게 발려 들뜸 없
이 고밀착 됩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광채 피부

진주 추출물, 진주 가루를 함유하여 칙칙한 피부에 은은하고 우아한 광채를 더해 줍
니다.

헬시 글로우 이펙트 (스킨케어 + 메이크업) 

바르는 즉시 환하게 밝히는 톤-업 효과로 낮에도 밤에도 민낯인 듯 투명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모이스처-락(Moisture-Lock) 시스템

고분자, 저분자 히아루론산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 깊숙이 수분을 채우고 보습막으로
감싸주어 오랜 시간 건조함 없이 촉촉하고 윤기 있게 유지시켜 줍니다.



 바다의 보석 진주

바다의 보석 진주, 그 영롱한 빛과 우아함을

톤업 크림에 그대로 담아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밝혀 매끄럽게 빛나는 광채 피부를

선사해 줍니다.

진주는 미네랄과 칼슘 등 20여종의 유기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에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줍니다.

우아한 광채를 더해주는 리얼 루미너스 이펙트



풏풍부한 수분으로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건조함을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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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질층으로 갈수록
수분 함유량은 15%내외

10%이하면 건조현상 발생! 

피부 속 깊은 옹달샘, 
60~70%의 수분으로 구성

진피층 내 수분 외에 콜라겐도 수분이
70%를 함유하고 있어야 건강한 피부가 됨.



피부 깊숙이 수분충전, 모이스처-락 (Moisture-Lock) 시스템

STEP 1. 

수 분 공 급

STEP 2. 

피 부 진 정

STEP 3. 

수분 보습막

STEP 4. 

윤 기

저분자
히아루론산
컴플렉스

고분자
히아루론산
컴플렉스



촉촉하고 가볍게 고밀착 되는 워터풀 텍스처

 WATERFUL TEXTURE 
피부에 닿자마자 물방울 터지듯 풍부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워터풀 텍스처가 부드럽게 발리고
깃털처럼 가볍게 밀착되어 오랜 시간 건조함 없이 벨벳처럼 부드럽고 매끈한 피부를 연출해 줍니다.



 투명하고 광채 있는 민낯 피부를 연출하고 싶을 때

 칙칙한 피부에 생기를 더하고 싶을 때

 두껍고 텁텁한 메이크업이 아닌 제품 하나만으로 화사한 피부를 원할 때

 촉촉한 메이크업 베이스를 찾고 있을 때

 바르고 자도 되는 톤업 크림을 찾고 있을 때

 밤에도 낮에도 꾸준히 미백 관리를 하고 싶을 때

 이런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