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센터 409호

(주) 비에스알앤디

02 363 8468

kbs2626@daum.net

the3rdworld@naver.com  

끝없는 도전과 신제품 개발로 최고의 상품 기획 및 제품 생산,  철저한 판매 유통까지 원스톱 방식으로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신발 전문 회사입니다.

20여년간의 경력으로 일구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부터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디자인, 기획, 생산 & 판매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늘 한발 앞서,  트렌드와 함께 호흡하며 브랜드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함으로서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꿈이 있는 젊은 회사임을 자신있게 자부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비에스알앤디는,



자본금 : 2억원

매출액 :  2019년도 170억 (10월까지 )

              2018년도 137억 

              2017년도   75억

1998년 ~

2007년  (주)화승  ( 9년, Lecaf 전문화 개발 )

2007년  포커스 스포츠 설립 / 신발 전문 디자인실  (LECAF, FUBU, KAPPA design)

2009년  (주)에프에스 스포츠  설립  (신발 ODM 생산 라인 구축)

업   태 : 서비스업,  제조,  도소매

업   종 : 신발 및 잡화, 의류

             디자인 (신발 및 잡화, 산업) 

             수출입업, 전자상거래업, 영상제작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제 09078호 )

중소기업 (인증번호 0010-2018-68964 )

여성기업 ( 제0111-2019-06094호 )

1998년 ~ 1999년  (주) K.I. 근무  (신발디자인)

2000년 ~ 2002년  UK, LONDON BURLINGTON SCHOOL 이수

2004년 ~ 2004년  ITALY, A.R.S. SUTORIA  / SHOES DESIGN 이수

2004년 ~ 2011년  (주)ITC Intl. 근무  (일본 ABC MART 신발디자인)

2011년 ~ 2011년  JAPAN, KAI JAPANESE LANGUAGE SCHOOL 이수         

             

공동대표 / 김 병 수

공동대표 / 이 경 미

Identity

대표자 약력



2015년  이전.   

           포커스 디자인 / 신발 디자인 전문 회사 운영

           (주)에프에스스포츠 / 신발 제조 공장 운영 

2015년  현. (주)비에스알앤디 설립 

2015년  현대, CJ오쇼핑, 롯데 홈쇼핑 계약 체결 - LIVE 방송

               / 금강제화  LANDMASTER

2016년  롯데, CJ오쇼핑, K쇼핑, 신세계, 공영홈쇼핑 - LIVE 방송외

               / GRAM, TRESPASS, SLAZENGER, COLCHESTER, KOALABI

2017년  아레나코리아(주), (주)잔디로 신발 디자인 및 납품

2017년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4길 5-21 (동교동)으로 사무실 이전

2017년  위 홈쇼핑사외 SK스토아, 쇼핑엔티, W쇼핑, 현대 홈쇼핑 계약 체결

               / MONCROSS, ROCKSPRING, DONNAY, TRIPPER, MAYDEW

               / SIXMARS 자사 브랜드 등록 및 판매

2018년  S.D.PELLE, LUCETE 자사 브랜드 등록 및 판매 

2018년  중소기업유통센터 홈쇼핑 우수중소기업제품 40억 달성

2019년  (주)더블유쇼핑 BEST PARTNER 선정

2019년  여성기업,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2019년  SHUMARE 자사 브랜드 등록 및 판매

2019년 현.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409호 (상암동)으로 사무실 이전

2019년 (주)NS홈쇼핑 제품 생산 및 방송 체결 / D’GNO

 

History



DESIGN

홈쇼핑 영업

S.C.M. 

물류 관리
( 양산 )

대표이사

PRODUCTION

# CHINA 개발센터

# CHINA (진강, 온주, 심양)

# INDONESIA (수라바야)

  
   

DESIGN / OFFICE WAREHOUSE

Our Team



운영 브랜드 및 홈쇼핑사



[제30-0953685호]

[제30-0953685호]

BS 자사 보유 브랜드

BS 디자인 등록

라이센스 수입 브랜드

tu:runs

홈쇼핑 운영 브랜드

샌달 디자인 등록

[상표등록 제40-1275164호]
[상표등록 제40-1471526호] 가방

[상표등록 제40-1396548호]

[상표등록 제40-1498363호]

[상표등록 제40-1323191호]

[출원공고중 제40-2019-0061285호]

[출원공고중 제40-2019-0061285호]

[출원공고중 제40-2019-0155179호]

[출원공고중 제40-2019-0155171호]

[출원공고중 제40-2019-0155177호]

J ForMe

신세계 홈쇼핑 패션 잡화 부문 1위

(2017, 2018, 2019년 3년 연속)



Formal Shoes

SixmarS /  PUMPUS

SixmarS /  ANKLE & LONG BOOTS

SixmarS /  FRENCH LOAFER

s.d.pelle / LOAFER

s.d.pelle /  ANKLE BOOTS

COLCHESTER /  OXFORD SHOES & SNEAKERS



Casual Shoes

SixmarS /  WEDGE PUMPUS

SixmarS /  SLIP-ON SHOES 

s.d.pelle  /  CASUAL LOAFER

shumare  /  URGLY SNEAKERS

D’GNO /  FASHION SNEAKERS  



Sandals

SixmarS /  SUMMER SANDALS

SixmarS /  RING SANDALS

s.d.pelle /  SLINGBAG SANDALS



Sports / Trekking Shoes

TRESPASS /  KNIT JOGGING SHOES

TRESPASS /  TREKKING SHOES

TRESPASS /  AIR MOVE SNEAKERS

SLAZENGER /  TREKKING SHOES

DONNAY /  TREKKING SHOES



Winter Boots

MONCROSS  /  WINTER SNEAKERS

SLAZENGER /  WINTER SNEAKERS

TRESPASS  /  DIAL BOOTS

LUCETE /  PADDING BOOTS

SixmarS /  PADDING BOOTS



Pants & Acc.

SixmarS /  SUMMER PANTS

SixmarS /  BANDING PANTS

SixmarS /  BONDING FUR PANTS & TOTE B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