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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인트로

Provide One-Stop EOD Solution 
From Delivery and Maintenance.
We Handle All Kinds of Defense Equipment
and Shooting Sports Equipment.

리스펙트 브라더스는 한국의 방위 장비 공급업체로 장비 납품에서 A/S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 가능합니다.  우리는  Branding, 세일즈, 관리 및 엔지니어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및 한국에 많은 협력사 및 제휴사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협력사 및 제휴사의 장비는 다양한 한국 정부기관에 전달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조, 공급업체 및 고객이 구매 및 판매 가격에 만족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배송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2020 Respect Brothers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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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인트로 & 연혁

2017.06-2017.12

지방 13지역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속초크루즈항,
인천가스공사 소화물검색기 납품

2017.11
Mattarelli Clay Target Launching Machine

창원 국제 사격경기장 장비 납품 및 설치

2019.05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사격장 장비 계약 수주

2019.09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사격장 클레이 사격 장비
납품 및 설치

2019.09

엑스레이 스캐너(CR장비)와 방폭보호의(EOD슈트)
경찰청 장비 계약 체결

2018.02

B&P 탄 대구, 경기, 창원 국제 사격장 납품

2018.03

14개 공항 Criminalistics 폭발물 트레일러 납품

2018.04-2018.06

Mattarelli Clay Target Launching Machine 
창원 국제 사격경기장 장비 납품 및 설치

2018.10

11개 EOD Robot , DR system, Water cannon
방위사업청과 계약 체결

History
리스펙트 브라더스의 연혁

2018.09

Scan-X’s CR system, Logos Imaging’s 
DR system 해양경찰 장비 계약 수주

52회 ISSF 국제사격대회 장비 지원 및 관리. 
Mattarelli 클레이 접시사출기 유지보수, B&P 탄 공급

2019.02

Scan-X’s CR system , Logos Imaging’s
DR system 해양경찰 장비 납품



팀 구성 및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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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 팀

한국 상황에 따라 해외 협력사의

제품 리브랜딩, 한국 시장 진출 지원,

제품 소개 자료 및 여러 디지털 컨텐츠들을

제작합니다.

영업 팀

고객사에게 해외 공급 업체의 제품을

소개하고 설명하며 유통에서 배송까지

완전히 처리합니다.

엔지니어 팀

검품 검수 및 제품 설치, A/S 등 메카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요청에 따른

제품 개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스펙트 브라더스는 영업, 엔지니어, 브랜딩, 총 3개의

독립적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은 팀별 독립적 임무가

있으며 필요에 의해 유기적으로 협업을 진행합니다. 각 팀들은

다중 작업이 가능 하며 각 팀에 멤버들은 프로젝트에 따라 착출되어

타 팀의 멤버들과 함께 새로운 팀을 구성 하기도합니다.

임무가 할당된 팀과 멤버들은 장기 프로젝트, 단기 프로젝트 인지에

따라 혹은 국내 사업 인지 국외 사업 인지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Ma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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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팀 & 리더 구성원 

리스펙트 브라더스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경험 있고 숙달된 멤버들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모든 리스펙트 브라더스 임직원들은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아래는 리스펙트 브라더스를 대표하는 각 팀들의 구성원입니다.

리스펙트 브라더스 각 팀의 리더

김두환
대표

리스펙트 브라더스의 CEO입니다.
다년의 국방사업의 사업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본사의 국내 EOD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황철진
전무 이사

리스펙트 브라더스의 전무이사 입니다.
27년간의 대통령경호실 근무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신희영
전무 이사

대한사격연맹 이사 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창원월드컵 등 다수의
대회에서 심판 및 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 B&P, VIVAZ, MATTARELLI社와
협력하여 국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영업팀 팀장

영업팀 매니저 입니다.
신규 거래처 발굴 및 입찰 참가 등
협력사와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기명
디자인팀 매니저

디자인팀 매니저 입니다.
리스펙트 브라더스의 디자인,
브랜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인사
OVERSEAS PARTNERS

Silvia Mattarelli
대표

Criminalistics사의 COO 입니다.
다양한 분야(기술 및 판매관리) 등에
걸쳐 성공이력이 입증된 최고운영자
입니다.

Shaun D’Sylva
최고 운영 책임자

Drazen Bozic
사격장비 엔지니어

Mattarelli사의 CEO입니다.
올림픽, 아메리칸 트랩 슈팅, 스포팅
경기에 사용되는 접시 사출기 제조업체
마테랄리사의 대표입니다.

국제사격연맹(ISSF) 오피셜 엔지니어.
사격 스포츠 장비의 납품 설치부터
유지 보수 까지 사격장비 및 전문
엔지니어 입니다.

Scott Walker
공동 대표

Criminalistics사의 Co - CEO 입니다.
BOMB TRAILER 프로 메카닉 입니다.
품질관리부터 유지보수까지 전체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

2020 RESPECT BROTHERS COMPANY PROFILE

Parters: 국내 & 해외 협력사

Partners: Domestic & Overseas
국내외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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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국내 & 해외 협력사

Parters: 국내 & 해외 협력사

국내 협력사
MOA (Memorandum of Agreement) Partners from South Korea

관련 국가: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해외 협력사
5개 국가의 협력사 및 전 세계 확대

SK 네트웍스 서비스는 최고의 기술력과 다년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ICT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확립하였고, ICT After Service,

NW 전문 운용, 컨설팅 기반의 통합 솔루션을 주축으로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SKNS가 서명한 리스펙트 브라더스와의 MOA(계약서)

EOD 로봇, EOD 슈트 및 IOT 장비의 공동 공급 및 수요정보

SK Networks Service

ICP NewTech
Ultimat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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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 PRODUCT LINE-UP

Partners with EOD Product Line-Up:
EOD 협력사 및 제품

List of Products

Golden Engineering은 보안 및 경량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배터리 구동

방식의 휴대용 X선 발생장치를 설계 및 제조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배터리 팩을

휴대용 엑스레이 발전기의 전원 공급 장치로 사용하는 유일한 제조업체입니다.

1. XRS3

4. XRS4

2. XR-150 3. XR-200
X R S 3

List of Products

Chemring Technology Solutions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폭발물 처리(EOD) 및

통신 정보 시스템(CIS) 제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

엔지니어는 생명을 보호하고 삶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1. RE70 M3 Plus

4. Pigstick

2. Hotrod Disruptor

5. RE12G

3. RE50

6. WASP
R E 7 0  M 3  P l u s



EOD PRODUCT LINE-UP

Partners: Partners &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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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Products

Logos Imaging은 전 세계의 산업 및 보안 분야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X- Ray(DR) 솔루션 제공 업체입니다.

O R A M A  I I  D R  S y s t e m

List of Products

Scanna는 국방, 보안 및 산업 부문에 적합한 고화질의 휴대용 X-Ray(CR)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1. SCANX SCOUT
S C A N X  S C O U T

List of Products

Criminalistics Inc는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폭발물 트레일러 제조 및 

공급업체이며, 미국내 전문기관에서 인정받은 해당분야 특화 업체 입니다.

1. SID 500 F1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추어 개량 가능)S I D  5 0 0  F 1

1. ORAMA II

4. PRÓTOS 5. XIRÓS 6. STENÓS

2. NEOS III 3. MONOS



EOD PRODUCT LINE-UP

Med-Eng는 폭발성 처리 장비의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이며

35년의 전문 지식과 시장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ed-Eng의 폭탄 처리, 전술 수트 및 헬멧은 공공의 안전과 인도주의적

지뢰제거를 원하는 100개국의 기관에서 신뢰합니다.

List of Products

1. EOD 10 Suit & Helmet 2. EOD 9 Suit & Helmet

List of Products

ICP New Tech는 로봇산업의 새로운 회사지만, 주요 설계 및 제조 직원의

참여로 통합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업체입니다. 

1. AVENGER

A V E N G E R

ICP NewTech
Ultimat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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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O D  1 0  S u i t  &  H e l m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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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TICAL GEAR LINE-UP

Partners with Tactical Gear Line-Up:
Tactical Gear 협력사 및 제품

List of Products

Protech®는 수년간의 연구 및 경험, 인력으로 보다 수준 높은 전술적 보호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Protech®  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은 현대적 기술 솔루션을 통해

전 세계의 군사, 연방 및 사법기관 등 특수 위협 요건에 대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1. Delta X™ Tactical Helmet

5. PASGT Ballistic Helmet

3. Delta 5™ Ballistic Helmet 4. Delta 4™ Ballistic Helmet

2. Delta 6™ Ballistic Helmet

List of Products

TCI는 일상에 필요한 순찰부터 군사 작전 까지에 필요한 통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전세계의 고객들과 함께 통신 헤드셋 솔루션과 경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1. LIBERATOR®  V 2. LIBERATOR®  IV

Partners: Partners & Products

D E L T A  5 ™
B A L L I S T I C  H E L M E T

L I B E R A T O R ®  V
H E A D S E T S



List of Products

Shooting Sports Line-Up

Partners with Shooting Gear Line-Up:
사격 스포츠 협력사 및 제품

List of Products

Vivaz는 클레이 슈팅 스포츠의 클레이 타깃 제조업체입니다. 타깃은 고품질이며

ISSF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1. Vivaz Natura           2. Vivaz Eco-Star           3. Vivaz Standard

Mattarelli는 최고의 트랩, 스키트 및 스포츠 클레이 기계를 제공합니다. 

현재 Olympic 분야, Sporting, American Trap Shooting 및 다 방향성에

대한 완벽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Olympic Trap      

2. Olympic Skeet

3. TR1

4. BATTUE

5. MICRO 60

6. Vertical / Teal

7. Octive

8. American Tra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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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Work: Deliver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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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Work: Delivery process

Delivery Process 

리스펙트 브라더스 사업 구조

9. 유지, 보수

(모든 A/S Respect Brothers 진행)

8. 검수 Q/C

(Respect Brothers 진행)

7. 납품

5. 국내 납품할 기관과 금액 및 날짜 결정 6. 발주

2. 해외제휴업체 선정,

장비에 맞는 회사 선정

3. 해외 업체와 사양 및 금액 조율

긴급 지원, AS 요청

한국 시장 진출

해외 협력사
제조업체

Clients공급업체

리스펙트 브라더스는 주문에서 배송까지 공정하고 명확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리스펙트 브라더스의 고객, 협력사와의 관계 - 대행사로서의 리스펙트 브라더스의 역할

4. 방위사업청에게 선정된

장비 소개 및 설명

1. 방위 장비 입찰 개시

(방위사업청, 한국공항공사, 경찰청)

정부, 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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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Work: Vision

리스펙트 브라더스는 국내의 모든

EOD 장비 개발, 제작, 납품, A/S까지

ONE- STOP SOLUTION으로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이며, 브랜딩 회사로써

해외의 업체들은 우리와의 제휴를 통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해외 업체들과 협업하여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리스펙트 브라더스는

‘고객최우선‘,’도전적 실행‘,’소통과 협력‘,

’글로벌지향’ 4대 핵심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것입니다.

소통 & 협력글로벌 지향

고객 만족 도전 &실행

Vision
회사의 가치 & 미래

Respect Brothers 4C Campaign목표

2020 RESPECT BROTHERS COMPANY PROFILE



CONTACT INFORMATION

(주) 리스펙트브라더스

R.B. North America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511-15

Web

www.respect-brothers.com

For  Business Inquiries

kty@respect-brothers.com

lkm@respect-brothers.com

국방 사업

브랜딩
Tel   + 82 - 31 - 711 - 2229
Fax  + 82 - 31 - 711 - 2228

Tel  + 1 - 844 - 459 - 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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