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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저희 팀스포츠는 2001년 창업하여 OEM 방식으로 

기능성 스포츠 의류 AND  용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브랜드,  관공서, 스포츠 동호회, 마라톤 대회 공식 

기념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성장하였습니다. 

본사의 기능성 의류 제품은  미국, 독일,  이탈리아,  홍콩,  

일본 등에 납품되어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으며,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 되는 기업 마케팅 판촉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사의 만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Business Plan
현재 고양시 설문동에  자사 설비 공장을 갖추어  파우치, 

에코백, 티셔츠 제품 OEM 납품 확대하고 있으며,  커스텀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 RAIL ROAD BERLIN을 

런칭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철저한 생산 관리 

시스템으로  고객과 함께 하는  팀스포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ENDER

SIZE

FIT

MATERIAL

WEIGHT

MINIMUM

PRINTING SUPPORT

UNISEX

Custom-made

Regular Fit

polyester, nylon,cotton,(choice)

200 g/m²( about)

100pcs

Screen printing , embroidery, wappen

www.team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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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ycling Eco Bag 에코백의 원래 취지를 이해하여 업사이클링으로 제작된 

에코백입니다. 의류 및  가방 제조 후 남은 상품으로 가공하기 힘든 

소량의 스탁  원단을  사용하여, 친환경  기업 홍보 판촉물로 유용하게 

사용 되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생산 가능하며 품질대비 

해외 생산 단가와 비교하여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가대비 저렴한 가격, 높은 소비자 만족도, 착한소비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 하는 제품입니다.

현재 국내 다수의 기업에서 좋은 취지로 업싸이클링 상품을 구매  

기업 홍보 제품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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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ycling Eco Bag

Information



Deliver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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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텍스링_업사이클링

동서식품_카누

LH 사옥관리링_유니폼

우리은행

LEKI

몬츄라 코리아

클라터뮤젠

소아암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

해피 트레일 런 달리는 의사들

한미약품

산에듀

좋은친구들 서우_뿌까 에코백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창원통일마라톤

해운신문사 바다마라톤

아크테릭스 반다나

제로그램

국립공원관리공단_업사이클링

업싸이클링  상품 기획

업싸이클 소재를 활용한 지속 사용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기업의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상품으로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프린팅 제품 생산

커스텀 상품 제작
(티셔츠, 에코백, 파우치, 모자, 신발)
고퀼리티 인쇄로 출력 

패키지 개발

종이, 패브릭, 나무 등 다양한 소재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적용된 지속 사용 
가능한 친환경 패키지 개발 및 상품 
제안 

기업홍보 상품 개발

홍보에 가장 적합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기획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에코백, 파우치, 멀티스카프, 반다나, 
손수건, 넥타이 , 티셔츠 , 담요 )

유니폼 디자인 개발

기업 업무 환경을 고려한 유니폼 
개발하여 소재, 디자인, 착용감을 
적용한 맞춤형 유니폼  합립적인 
가격으로 납품 하고 있습니다.

의류 프로모션  OEM

윈드자켓, 티셔츠, 트레이닝 set, 
요가복, 반바지, 트레이닝 웨어, 
스포츠 이벤트 행사 기념품 제작  
(대량생산)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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