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즈메이드 
LizMade

리즈메이드는 천연소재 화장품과 신소재 섬유 개발을 통하여  

생활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갑니다. 

LizMade has developed natural cosmetics and new fiber 

We make life more beautiful and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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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 인사말

리즈메이드는 스마트하고 깨어있는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모토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천연 화장품 브랜드인 LIZCOCO와 여성용 생활용품 

및 패션 브랜드인 LizBe, 남성용 생활용품 및 패션 

브랜드 K Apache의 상품개발 및 생산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수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리즈메이드는 나노섬유, 스마트섬유 원단의 다양한 

개발을 통해 부직포 필터(AV99 마스크용 방역 방진 

필터)와 활성탄소 나노섬유 창문용 부직포'W'을 

주력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즈메이드는 관련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해당 분야 별로 비지니스 네트워크 인맥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술개발과 신제품의 생산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LizMade is a company founded with the motto of 
bringing together people with a smart and awake 

mindset to make the impossible possible.

Through product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LizBe, 

a women's household goods and fashion brand, K 

Apache, a men's household goods and fashion brand, 

and LIZCOCO, a cosmetics brand, we are focusing on 

exports ultimately.

LizMade is developing a nonwoven filter (filter for 
AV99 mask) and activated carbon nanofiber window 

nonwoven window screen 'W' as its flagship products 

through various developments of nanofiber and smart 
fiber fabric. 

LizMade has continuously researched related fields 

and secured business network contacts for each field. 

We will become a company that grows steadily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new products.

리즈메이드는 천연소재 화장품과 신소재 섬유 개발을 통하여  

생활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갑니다. 

LizMade has developed natural cosmetics and new fiber
We make life more beautiful and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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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04 ISO 14001  인증 Obtained ISO 14001certification

03.30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Materials & Components enterprises certification

02.24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  

(스마트섬유 개발부)

Certified as a R&D department  
(Smart Textile Development Department)

2019 12.27 ISO 9001 인증 ISO 9001 certification

06.17 벤처 기업 확인 Confirmation of Venture company

2017 12.05 리즈메이드 설립 Established LizMade

History | 연혁

Certification status | 인증현황

1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

2 ISO 9001:2015
3 ISO 14001:2015
4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

5 벤처기업 확인서

6 마스크 디자인 등록증

7 리즈비 상표 등록증

8 K-Apache 상표 등록증

1 Certificate of R&D department
2 ISO 9001:2015
3 ISO 14001:2015
4 Materials and parts specialized company 

confirmation
5 Comfirmation of Venture company
6 Mask design registration certificate
7 Lisbee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8 K-Apache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Domestic & Overseas Marketing Channel | 국·내외 마케팅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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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연구개발

스마트섬유, 나노섬유

스마트 섬유는 주위 환경이나 소재 내부의 

자극에 대한 감지 및 반응 시스템을 갖춘 

고기능성 섬유를 의미합니다. 나노구조 

섬유는 내부 구조가 나노크기로 제어되어 

있는 섬유로 정밀한 구조설계를 통해 

신기능을 발현하는 섬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섬유개발로 첨단소재와 융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창술할 수 있습니다.

적용분야

ICT 융합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포츠·피트니스, 의류·패션, 의료·헬스케어, 

초고효율 흡착소재, 초고효율 전극 소재, 

생물·화학보호 소재, 방오·방진복, 투습방수 

원단, 생체적합·모방 소재, 극한 내화학적 

소재, 방음 소재, 와이퍼, 화장품, 고급의류 

소재 등 다양한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Smart Textile and Nano Textile
Smart fiber refers to a highly functional fiber equipped with 
a system for detecting and responding to stimuli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r material, and nanostructured 
fiber is a fiber whose internal structure is controlled to a nano 
size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fiber diameter. It refers to a 
fiber that expresses new functions through. With such fiber 
development, it can be fused with advanced materials to 
create new functions.

Application Field
ICT convergence wearable device, sports & fitness, clothing 

& fashion, medical & healthcare, ultra-high-efficiency 

adsorption material, ultra-high-efficiency electrode material, 
biological/chemical protection material, antifouling dustproof 
clothing, breathable waterproof fabric, biocompatible/

imitation material, extreme resistance It can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such as chemical materials, soundproof 
materials, wipers, cosmetics, and high-end cloth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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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99 | 필터 교체형 마스크

제품소개

AV99 나노필터는 반복 세탁 가능한 

혁신적이고 경제적인 기능성 나노 항균 

필터입니다. 99%의 항균 필터로 깨끗한 

공기를 통과하고 감염을 방지하며 산소 

성분을 저장합니다. 필터의 효과는 30회 

세척할 때까지 99% 유지됩니다. 

Discription
AV99 Nano Filter is an innovative and economical functional 
nano antibacterial filter that can be washed repeatedly. 99% 
antibacterial filter passes clean air, prevents infection, and 
stores oxygen content. The filter's effectiveness remains 99% 
until 30 time washes.

Characteristic
 - 3D stereoscopic design

 - Filter replacement type

 - Earrings that are comfortable for long wear

 - Domestic production

 - Filter for washing up to 30 times

특징

 - 3D 입체형 디자인

 - 필터 교체형 마스크

 -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한 귀걸이

 -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100% 국내 제작

 - 최대 30회 까지 세탁이 가능한 필터

AV99 마스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For more information on AV99 mask, please visit our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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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B | 아나브

특징

아나브는 2016년 8월 1일 설립하여, 고분자 

화학을 전공한 연구진들이 기술 개발과 제조 

공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신선한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며, 

한국산 약재의 기능성 유효 성분을 고농축 

추출하고 유럽산 아로마와 최적 배합 기술을 

적용하여 건강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나브는 공장을 거치지 않고 연구실 환경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며 필요 이상의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해 한정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라인

 - 스킨케어

 - 바디케어

 - 헤어케어

Characteristic
ANAB was established on August 1, 2016 and researchers 
who majored in polymer chemistry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process.

We are developing healthy products by using clean and fresh 
vegetable ingredients, extracting highly concentrated functional 
active ingredients from Korean medicines, and applying 
European aromas and optimal blending technology.

ANAB produces products directly in a laboratory environment 
without going through a factory, and limited production to 
prevent further damage to nature.

Product line
 - Skin Care

 - Body Care

 - Hair Care

ANAB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For more information on ANAB, please visit our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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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COCO | 리즈코코

특징

리즈코코는 리즈메이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스메틱라인입니다. 유니크하고 젊은 한방을 

컨셉으로 20, 30대를 주력으로 제품개발, 

유통을 하고있습니다. 

전성기 시절을 뜻하는 리즈와 코스메틱 

컴퍼니를 합친 리즈코코는 한국의 한방을 

담아 피부에 리즈를 선사합니다.

비단풀 추출물을 이용한 클렌징오일 등 

한방재료 베이스로 최대한 순하고 건강한 

화장품을 연구·유통하고 있으며 국내 

뿐만아니라 국외도 타겟팅하여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우수한 제조업체를 통해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 직접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haracteristic
LIZCOCO is a new cosmetic line from LizMade. With the concept 
of unique and young oriental medicine, we are developing and 
distributing products mainly in their 20s and 30s.

LIZCOCO, a combination of Liz and Cosmetic Company, which 
means their heyday, brings the season of Liz to your skin with 
Korean herbal medicine.

We are researching and distributing the most gentle and healthy 
cosmetics based on herbal ingredients such as cleansing oil 
using Euphorbia Humifusa Extract (Korean Bidan-Pul) extract, 
and aiming to become a global cosmetic brand by targeting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overseas.

Currently, we are producing by OEM method through excellent 
manufacturers, and we are preparing the necessary procedures 
and facilities to produce products directly from the second half 
of 2021.

LIZCOCO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For more information on Lizcoco, please visit our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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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메이드 본사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산학협력관 409, 410호

지사(코스메틱 사업부 글로벌 마케팅부)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8 (범일동) 자유시장 4층 402호

TEL | 070-8860-4987
FAX | 0504-383-3775
WEB | lizmade.co.kr
E-mail | wonkim63@naver.com
© 2021 LizMade.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rum

LizMade Head Office
#365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Center  
No. 409, 410 in Sinseon-ro, Nam-gu, Busan, Korea

Branch(Cosmetic Business Div., Global Marketing Div.)
#402, 4th floor, Free wholesale Market , 48 , Jobang-ro, Dong-gu, Busan, Korea
 
TEL | +82-70-8860-4987
FAX | +82-504-383-3775
WEB | lizmade.co.kr
E-mail | wonkim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