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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BANAB

아나브는�모든�피부를�위해�지속적으로�실천합니다.아나브는�모든�피부를�위해�지속적으로�실천합니다.

::

자연원료의�기능성과�과학기술을�접목한  바이오�제품�생산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최고의�원료로�최선을�다하여  건강하고�깨끗한�제품을�제조하고�있습니다.
자연원료의�기능성과�과학기술을�접목한  바이오�제품�생산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최고의�원료로�최선을�다하여  건강하고�깨끗한�제품을�제조하고�있습니다.

‘온유한’ (溫柔하다)

[형용사] 성격, 태도�따위가
온화하고�부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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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한’ (溫柔하다)

[형용사] 성격, 태도�따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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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한’ (溫柔하다)

[형용사] 성격, 태도�따위가
온화하고�부드럽다.

>>

아나브 (ANAB)는�히브리어로
‘온유한’이라는�뜻을�포함하고�있습니다. 
아나브 (ANAB)는�히브리어로
‘온유한’이라는�뜻을�포함하고�있습니다. 



 
동물�유래�성분�미사용01

동물�실험을�하지�않으며�동물성�염료를�사용하지�않습니다.
 
100% 천연�유기농�성분�사용02

모든�성분은�천연�유기농�성분을�사용하고�파라벤을�넣지�않습니다.
 
불필요한�공정은�줄이고, 자연을�생각하는�마음은�더하고!03

자연훼손의�방지를�위해�한정수량만을�연구소에서�직접�제조합니다.
동

물�유래�성분�미사용 ALL 천연�유기농�성
분

無
무 (無) 파라벤



ANAB Skin careline

아로마�허브케어�네추럴�세럼
50ml / KRW 44,000

Aroma
Herbcare
Natural
Serum



01.
피부의�젊음과
건강을�지켜주는
‘인삼�줄기세포�추출물’

항염�효과가�뛰어나 
뾰루지나�일시적인�피부 
트러블을�완화합니다. 

피부세포를�활성화하고 
콜라겐�생성을�촉진시켜 
생기�있고�건강한�피부로 
만들어줍니다. 

02.
끈적임�없는
보습을�유지해�주는
‘세라마이드’

진피층까지�흡수되어 
끈적임�없는�보습을 
유지하며, 밝고�화사한 
피부�톤을�만들어줍니다.

03.
일상의�피로와
피부의�스트레스�회복
‘티트리�오일’

하루�종일�스트레스�받은 
피부의�회복과�일상의 
피로를�풀어줍니다.

소독�효과로  깨끗하고 
맑은�피부�톤을�유지할 
수  있습니다.

POINT_



For All Skin Types

POINT_
한국산�허브�농축물을�주성분으로�제조된�고급�수분크림

인삼의�줄기세포로도�불리는�성분으로�염증�억제, 피부의�산화�예방해
주름을�개선하고�피부�미백에�도움을�줍니다.

01. 상처받은�피부�회복에�도움을�주는 ‘고농축�황금나무�추출물’ 

* 제라늄�에센셜�오일, 로즈힙�오일, 호호바�오일�골든

최적의�배합으로�제조된�오일�성분이  피부�표면과�진피층까지�흡수되어
장시간�촉촉함을�유지해�줍니다.

02. 피부�보습에�뛰어난�효과를�지닌 ‘유기농�식물성�오일’

비타민 C, E 성분이�풍부한�유근피는�피부의�산화를�방지하고�염증�개선에
도움을�줘�맑고�건강한�피부로�가꾸어�줍니다.

03. 각종�문제성�피부�개선에�도움을�주는 ‘고농축�유근피�추출물’

상처�치유에�탁월한�효과가�있어�피부�염증이나�트러블�완화에�도움을�주고
피지의�과다�분비를�조절하고�노화�방지에도�탁월한�효과를�가지고�있습니다.

04. 외부�환경에  약해진�피부를�진정시켜주는 ‘병풀�추출물’ 



Aroma Herd Concentrate
Moisturizing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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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허브�컨센트레잇
모이스쳐�크림

50g / KRW 44,000



LIZCOCOLIZCOCO
The best condition of my skln made possible
by naturally derived herbal cosmetics LIZCOCO

We offer you LIZ day (which mea ns the heyday) to your skin.

自然が作り出す
私の肌の頂点、
漢方化粧品リズココ

自然が作り出す
私の肌の頂点、
漢方化粧品リズココ



 
전성분 100% 천연�유기농�성분01

 
한방재료�주성분으로�사용02

자연이�만들어�낸
내�피부의�절정,

한방화장품�리즈코코

자연이�만들어�낸
내�피부의�절정,

한방화장품�리즈코코

고급�천연�원료를�사용해�안전하고�높은�효과를�지니며�화학�방부제�대신  자사의 
특허�기법인�자체�방부�역할을�하는�천연�재료를�사용하여�시중의�제품과�동일한 
유통기한을�보증합니다.

K-Beauty 시장을�공략하는�한방화장품이라는�강점을�이용하여�피부�항산화�및 
해독, 진정�등에�탁월한�효과를�가진�한방재료�추출물을�주성분으로�합니다.

 
한방�화장품의�현대화03

한국의�천연�원료의�우수함과�유럽의�모던한�디자인을�접목했습니다. 한방�화장품의 
진한�한방�냄새�대신�편안한�아로마�향을�담았으며�연령대�상관없이�누구나�부담�없이 
사용할�수�있습니다.



Golden Orient
Deep Cleansing Oil

골든�오리엔트�딥�클렌징�오일

lizcoco’s Cleansing line

210ml / KRW 24,800



POINT_
한방�추출물 X 유기농�식물성�오일�성분으로
촉촉하고�산뜻한�클렌징�오일

동의보감에도�기재된�신비의�약초로�피부�항산화와�해독력, 진정�효과가�높아
피부의�장벽을�강화함과�동시에�건강한�피부로�가꾸어줍니다. 

01. 천연�한방�재료 ‘비단풀’의�피부�해독 & 진정�효과

* 살구씨�오일, 호호바�오일, 마카다미넛�오일, 엑스트라�버진�올리브�오일, 로즈힙�오일

최적의�배합으로�제조해�블랙헤드와�모공�속�노폐물을�말끔히�제거하고
다량�함유된�비타민이�피부의  노화를�방지해�줍니다.

02. 자연에서�찾은�다섯�가지 ‘유기농�식물성�오일’

식물성�계면�활성제와�자체�방부�역할을�하는  감초�추출물, 
포도씨�추출물을�사용함으로써�피부�자극을�최소화했습니다.

03. 화학�방부제�무첨가로�순하고�안전한�클렌징

비단풀�주출물을  포함하는�항균성·고보습�클렌징�오일용�화장료�조성물�및�그의�제조�방법
+ 항산화(Biois법) 및�항균성�테스트(CTFA법) 결과�항균성 100% 인증 

04. 비단풀�추출물�특허�출원�번호 10-2021-0059561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인체적용시험�반응도    

0.00 무자극�테스트�완료   

무자극
반응도0.00

피

부
자극

인체적용시
험

한

국
피부과학연구

원



Golden Orient Midnight Healing Shampoo
골든�오리엔트�미드나잇�힐링�샴푸

lizcoco’s Cleansing line

온�가족�다양한�두피�고민�해결에�도움을�주는�맞춤�처방�한방�샴푸

동의보감에도�기재된�약초로�두피의�노폐물, 미세먼지를�깨끗이�세정하고
항균, 항산화  효과가�뛰어나�두피의�노화�방지에�도움을�줍니다.

01. 두피�지킴이, 한방�약초 ‘비단풀�추출물’의�항균효과

한국의�전통�기념일�단오의 ‘창포�물에�머리�감기’라는�풍습에�유래하여
모근을�더�튼튼하게, 모발을�더�검게�해�줘�머리카락�빠짐을�줄여줍니다.

03. 예로부터�내려온�건강한�두피·모발의�비법 ‘창포�추출물’

두피�진정에�탁월한�효과가�있어�예민하고�가려운�문제성�두피�건강에
도움을�주고�두피의�유수분�밸런스를�조절해�가려움을�줄여줍니다.

02. 예민한�두피�건강을�책임지는 ‘마데카소사이드’

[ 머리카락�빠짐�개선�전�후 ]

>>

모발�수분�공급
올리브�오일

정수리�냄새�완화
은은한�플로럴�향

POINT_



Golden Orient Midnight Healing
Healing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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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l / KRW 23,500



Gold
en Orient Midnight Healing Conditioner

lizcoco’s Cleansing line

골든�오리엔트�미드나잇�힐링�컨디셔너

500ml / KRW 23,500



푸석푸석, 갈라지고�끊어지는�모발을  위한�맞춤�처방�한방�컨디셔너

* 발효�동백�오일, 호호바씨�오일, 퀸즈랜드넛�오일

건조한�모발에�수분감, 윤기, 영양을
제공하고  모발�보호막을�생성하여
손상된�모발을�개선해  강하고
부드러운�머릿결을�유지해�줍니다.

01. 
최적�배합�세�가지�천연�오일의
수분·윤기�레시피

두피�진정�효과가�높아�염증과�트러블을
완화하고�유·수분  밸런스를�조절하여
깨끗하고�건강한�두피로�만들어줍니다.

02. 
‘병풀�추출물’의�예민하고
민감한�두피�진정�효과

얇고�힘없는�모발을�더�튼튼하고�굵게
만들어주고, 건조함으로�인해�끊어짐과
엉킴이�있는�모발을�촉촉하고�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03. 
뚝뚝�끊어지고�힘없는
모발�개선 ‘실크�아미노산’

냄새나고�떡지는�모발과�두피의
불필요한  유분은�깨끗하게�세정하고
향긋한�플로럴�향으로�불쾌한�정수리
냄새를�줄여�줍니다.

04. 
불필요한�유분은�낮추고,
불쾌한�냄새는�줄이고!

POINT_



양조장에서�발견한�순수�발효�성분으로�피부의�컨디션�회복을�도와주고
유·수분�밸런스�조절, 묵은�각질을�정리해�맑은�피부로�가꾸어�줍니다.

01. 건강한�피부를�가꾸어�주는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

피부�항산화와, 해독, 진정�효과가�뛰어나�피부의�노화를�방지해�주고
피부의�장벽을�강화해�피부�스스로�건강해질�수�있는�힘을�길러줍니다.

02. 스킨케어에�탁월한�효과를�나타내는 ‘비단풀�추출물’

자연�보습�성분으로�칙칙하고�건조한�피부�깊숙이�공급한�수분을�꽉’
붙잡아�줘�강력한�보습막을�채워줍니다.

03. 피부의�수분을�촘촘하게�채워주는 ‘저분자�히알루론산’

공급한�수분을�더�오랫동안�유지해�주고�맑은�피부톤으로�가꾸어�줍니다. 

04.  수분을�더�오랫동안 ‘꽉’ 잡아�주는 ‘100% 라벤터�워터’

흡수가�빨라�화장이�밀리거나�기분�나쁜�끈적임�없이�화장�전후,
세안�후�스킨�대용으로�산뜻하게�사용�가능합니다.

05.  끈적이지�않고�흡수가�빠른�가벼운�사용감



Illang
Galactomyces
Skin Mist

Point
피부�속에�풍부한�영양을 
공급하여�매끄럽고�맑은
피부로�가꾸어�주는�미스트Skin Mist

Illa
n G

alacto
mycesg

lizcoco’s Skin careline

일랑�갈락토미세스�스킨�미스트

3sec수분잠금

100ml / KRW 21,000







LIZCOCO 리즈코코

본사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산학협력관 4층 409호, 410호
지사 :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8 4층 402호 리즈메이드
Call : + 82 70 8860 4987 / + 82 10 8342 5128 
E-mail : lizcoco21@naver.com 

ANAB 아나브

본사 :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1
부산 테크노파크 지사단지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 706호
Call : + 82 10  8525  0913
E-mail : anabcar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