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런치박스는 
최고의 팀웨어 제작플랫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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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이란?

  커스텀웨어, 한 번 주문하면 재주문이 어렵고, 주문 수량도 부담스러우셨죠?

퀄리티는 더욱 우려스럽고, 커스텀 스포츠웨어 주문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전문화된 나만의 팀웨어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주문 및 판매가 가능하길 바라시나요?

팀런치박스 멤버십은 당신이 제작한 팀웨어의 지속적인 개발과 판매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나만의 팀, 우리만의 팀을 위한 스포츠 제품 제작은 물론, 판매를 위한 재고 및 유통 관리를

지원합니다.

멤버십 가입이 필요한 이유?

  팀런치박스 멤버십은 보다 전문화된 팀웨어 제작을 바라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제작을 위한 디자인지원은 물론, 사용 환경 및 제작 목적을 고려, 최적의 제품 선택과 제작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또한, 팀런치박스 온라인 내 전용 팀스토어 페이지를 구축하고, 팀 전용 제품의 전시/구매/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고객은 1장부터 주문 가능하며, 커스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의 팀을 위한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커스텀, 팀런치박스 멤버십으로 시작하세요.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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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시안 확인없이
디자인부터 주문까지 한 번에

2장부터 주문 가능, 5장부터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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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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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너무 좋네요. 사이즈는 정사이즈 입는게 살짝 여유있고 
좋을거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겐 딱이네요

Asur****                 

좋아요 남자친구 선물했는데 편하다고 하네요. 
이쁘고 만족합니다. 추천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많이파세용

Ehfo****     

좋습니다. 팀런치박스 옷 전부 재질이 너무 좋습니다!!!

Leej****                 

팀복으로 입었어요! 걸핏때 팀복으로 입었습니닷 
이거입고 스내치하면 더 잘할거같은 느낌적인느낌 
앞으로도 좋은 제품 기대합니다 

so_h****           

#팀런치박스 에서 구매한 운동복 겸 일상복 구매!!! 
인스타 보면서 항상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구매하고 싶었던 
사이트 중 한곳!! 나한텐 S가 딱!! 핏도 좋고! 착용감도
쫀쫀해서 좋습니다. 돈받고 홍보하는거 아니예요..ㅋㅋ 
솔직한 후기! 빠른 배송 감사합니다.

Most*****                   

이옷을 입고 PR을 찍은 적 없습니다ㅋㅋㅋ 
하지만 긴말 안겠어요 ㅋㅋㅋ 제겐 핏모라가 아니고 갓모라네요 
겨드랑이에서 식초냄새나고 헤져버릴때까지 입을 생각입니다.

Marlin***                   

너무 이뻐서 운동 때 말고 그냥 입어도 될 듯하군 :) 
팀런치박스는 사랑입니다 

taeh****                   

요거 이쁘네요 크로스핏, 헬스 전문 옷이라 기능성이고 운동할때 
입기 편합니다 ㅎㅎ 빨강색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쁜거 같아요

dalr****                      

블루문 크로스핏 옷 입고 스쿼트!! 정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Bm_you***                      

10년차 크로스핏 박스를 운영하며 제작에 고민이 많았는데, 
한방에 해결해줍니다. 크로스핏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디자인 작업도 문제없이 진행합니다. 
개별포장으로 훼손이나 오염의 염려가 없습니다.

김진*                      

좋아요 담에 또 사려구요 운동할 때 말고 
평소에 입어도 예쁠것 같아요

moon****       

이상품은 제가 커스텀해서 받은 상품인데 아주 만족합니다. 
디자인 자체도 아주 잘 나왔구요.

O2h2****          

아 재질과 핏 뭐하나 맘에 안드는 구석이 없군요. 
다른 디자인으로 하나 더 살껄 그랬네요 

swin****            

예~쓰!! 티셔츠 나이쓰! 디자인도 핫함!! 
스따~와드스 더 이쁜 디자인이 많아서 
앞으로도 기대되는 팀런치박스!

0jinee****                   

팀런치박스 티셔츠 도착!! 소재좋고 프린팅 이뿌고 굿굿, 
뒷모습 간지 

Sech***                   

티 넘나 이쁘쟈나.. 
오늘 이거 입고 와드하는데 허리가 강해진 느낌으로 털림

manta***                   

디자인이나 착용감이나 너무 편하네요

Mads**** 

정말 좋아하는 팀런치박스에서 쎈 단체 티가 왔다. 
너무 이쁘게 나와서 매일 입고 다니고 싶다 :)

Booing****                 

하하.. 벌써 핏모라반팔티만 4개째 구매했네요^^ 
계속 너무 멋지고 이쁜것만 출시하셔서 계속 주문하게 되네욬ㅋ  
운동인들이라면 반판티는 사계절용이죠! 
다음에도 멋진제품 출시 부탁드립니다!

Bho0****        

핏도 좋고 운동할때 텐션이 너무 좋아요!!! 
운동할 때 텐션이 너무좋고 쫀득해서 거슬리지 않아요:) 
이래서 핏모라핏모라 하는거 같네요 

taeh****        

가장 강력한 점은 따로 재고관리가 필요없다는 점. 
선주문시 재고에 대한 걱정으로 박스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게 
사실. 런치박스는 이런고민 없이 언제든 한장씩 
구매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이영*                      

핏모라는 항상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입고 운동하기 딱이네요. 감사합니다

swin****           

남자친구랑 같이 운동할때 입을려고주문했는데 
재질이나 모든면에서 다 너무 맘에들어요~~ 
신상나올떄마다 핏모라에서 주문하려고해요^_^ 

Sand****             

사진처럼 딱 이쁩니다. 티셔츠는 처음 구매인데 재질도 좋고 
기장과 핏이 정말로 맘에 듭니다 번창하세요~! 
신상품 나오면 또 구매할께요~! 

Injo****             

제작시 시안 수정도 꼼꼼하게 해 주시고 디자인도 제시 해주셔서 
멋진 티셔츠가 완성이 되어 지금까지도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문의시 빠른 답변도 장점입니다. 
앞으로도 쭉 팀런치박스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양정*                      

재질부터 디자인 다 맘에 들어요

Kr40****  

단체티셔츠 도착 :) 
재질좋고 세련된 핏 최고의 품질 팀런치박스입니다 :)

Ji_w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