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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VANELLI 무기판매사는 수세대에 걸쳐 무기에 대한 열정을 전
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연 1958년을 창설한 해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실질적인 설립자인 
Vittorio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영능력을 소유한 Vittorio가 아들인 Marco
와 Andrea에게 장기적인 비젼으로 물려 준 이 회사는 오늘날 이 분야의 리더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구매자들로부
터 칭송받고 있으며 모든 무기제조상으로부터 신뢰성이 높은 파트너로 인지되고 있습
니다. Piovanelli 무기판매사는 무기와 부품판매 이외에도 제품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

한 깊은 이해력으로 인해 보다 찬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력은 즉흥성으로는 접
할 수 없는 이 쉽지 않은 직업에 대한 경험과 순순한 열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Piovanelli 무기판매사는 많은 경우 수리 및 수선 혹은 조언 하나조차에도 회자되고 있
습니다. 이는 스포츠선수들 혹은 수집가들이 대회를 통해 만족하거나 승리를 얻기 위해
서는 어떠한 복합적인 응용이해능력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Piovanelli 무기판매사는 무기생산자와 무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통해 그
토록 바라던 그 복합적인 응용이해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Piovanelli 무기판매사는 사냥, 호신용, 사격, 장전용품과 관련된 물품뿐만 아니라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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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리센터를 위한 600 평방미터가 넘는 전시장을 두
고 있습니다. Piovanelli 무기판매사의 전시장에 오시면 
구매자들은 세분화된 전시관을 보게 되는데 이는 각 영
역별로 각각 전혀 다른 무기, 주변부품, 망원렌즈 및 전자
용품들이 그 상황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사용자들의 추구하는 것과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Piovanelli 무기판매사는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사냥총을 망원렌즈 영점조정과 수리테스트를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네 개의 라인으로 된 50 m 실습용 ‘터
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리센터에서는 실력을 갖추고 특화된 직원들이 고객들
에게 사냥, 사격, 또는 호신용 무기에 대한 수리 및 개선
을 위한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iovanelli 무기판매사는 하나의 회사브랜드일 뿐만 아니
라, 지대한 노력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이 직업에 대한 
열정을 수 세대 이어오며 이 분야에서 자신을 각인한 가
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본 회사의 좌우명인 “당신의 열정을 받드는 마스터 셀렉
터”, 바로 이 간결하며 즉각적인 슬로건 속에 본 회사의 
부가가치를 함축하고자 합니다.



Piovanelli 무기판매사의 팀을 하나로 만드는 정신은 “소통”이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이 말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할 뿐 아니라 무기 혹은 호
신용 제품을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정전달은 바로 우리 팀의 강점입니다. 모든 판매직원들은 이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신제품 공개행사 즈음에 본사 및 제조공장에서 진행하는 추가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받아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객들은 직원들이 고객들의 진정한 열정 솟구치게 할 때 그 속에 자신들
이 투영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스포츠를 같이 공유하면서 건설적이고 효과적
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늘 올림픽참가선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 곁에 있는 Piovanelli 무기판매사는 폭 
넓은 제품과 균형을 잃지 않는 조언을 제공하는 유일한 존재로 있으며 이 사실을 
Piovanelli 고객들에게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PIOVANELLI 무기판매사에 오시면 고객여
러분들의 열정을 함께 나누는 특화된 직원
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원하던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Piovanelli 무기판패사의 
대표적 라인은 수렵용으로 아주 까다로운 엽사에게도 
어떤 부족함도 느낄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환경을 “세계”라고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요청과 주
문에 대해 갖고 있고 알고 있고 조언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360° 전방위적으로 다루며 작업하고 있기 때문입
니다.  저희 회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냥과 관련된 의문점을 문의하시면 여러분의 도
전을 보다 더 잘 도와 줄 적절한 응답과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공감할 열정이 바로 Piovanelli 무
기판매사를 빼어나게 하는 요소이며 바로 이것이 제품
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새로운 정보와 앞서 가는 
하이테크 솔류션을 갖춘 셀렉터를 만들어 내게 하는 것
입니다.

Piovanelli 무기판매사의 수렵세계에는 장총화기, 망원
렌즈, 장착기, 실탄, 망원경, 거치대, 부대장비, 손가방, 대
형가방, 배낭, 의복, 다양한 칼, 자가습득용 책자 및 재료, 
장전용품 및 모든 메이커의 다양한 악세서리 제품이 있
습니다

수렵라인에는 외국원정사냥, 몰이사냥, 추적사냥 및 잠
복사냥과 관련한 모든 특성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습니
다.





PIOVANELLI 무기판매사는 모든 유명 메이
커의 호신용 및 주거방어용 총기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강조하고 싶
은 것은 본사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PIOVANELLI의 특화된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무기는 구입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어떤 선택 및 구
입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
다. Piovanelli 무기판매사는 신중한 구매를 하게끔 조언
을 해 주며 고객이 정말 확신이 섰으며 그 무기를 용도에 
따라 시험해 보게 한 후에 구입하도록 조언합니다.
호신용 세계에는 소총, 장총, 조준장착기, 조준렌즈, 실탄, 
부대장비, 손가방, 대형가방, 배낭, 의복, 다양한 칼 그리
고 여러 악세서리 등 매우 다양한 제품이 구비되어 있습
니다.





사격은 PIOVANELLI 무기판매사에게나 스
포츠선수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세계입니다.
이 분야를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단어는 복합적 응용이해능력이며 이는 최선을 다해 연구
해야 할 규범입니다. 또한 중고품 센터 덕택에 스포츠선
수들은 새로운 경험을 맛보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을 충
족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는 클레이 사격관련 회
사들 중 하나인 Trap Concaverde사의 소유자가 
Piovanelli 무기판매사라는 것을 알면 본사에 대한 매력
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및 유럽에 
유일하게 12 개의 사격장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스포
츠선수들은 연중무휴로 훈련할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일궈갈 수 있으며 공식경기에 참가하거나 관람할 수 있
습니다.  
이 세계에서 고객들은 여러 형태의 열정 속에 거하며, 뛰
어나 교관들과 함께 모든 타입의 무기에 대한 사용기술
과 특성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기관리와 무기
보관도 Piovanelli 무기판매사에 맞길 수 있습니다.
“사격”의 세계에는 장총, 렌즈용품, 장착기, 소총, 비살상
용화기, 실탄, 사격경기용품, 의복, 표적 및 관련 악세서
리 등 매우 폭 넓은 제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를 위해 PIOVANELLI 무기판매사는  
PIOVANELLI VITTORIO라는 실탄전담회
사를 따로 두었습니다. 각종 목표물에 적합한 실탄
을 선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고도로 특화된 궤적관련 
세계에 대해 교육을 받고 전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장전용품의 세계에는 몰드, 화로, 기폭제, 심축 
(mandrel), precision mic, 탄피청소기, shell holder, 
shell plate, top punch, 탄피다듬기 (trimmer), trim 
dies, dies lube a matic (자동윤활 다이스), 탄피, 원구형
총알, 탄피분리망치, 탄약, 기폭기, 권총 및 카빈 총알, gas 
check, 프레스, 소형저울, bullet puller, 계량기 및 모든 
관련 악세서리가 구비되어 있으며 또한 위협용으로 사용
되는 각종 실탄들도 있습니다.
Piovanelli Vittorio-Munizione 회사는 어떤 종류의 사격
에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고객 및 선수들의 까다로운 요
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슬로건
은 “명중을 위한 소명”,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
니다. 바로 이것이 즉흥성을 절대 배제하는 우리의 외침
입니다.









PIOVANELLI 무기판매상은 해를 거듭하면
서 열정이 자연적으로 진화하듯이, 처음에는 
스포츠선수로서 그리고 수집가로서 그리고 
결국에는 국내 및 세계적인 구심점이 되는 
기술전도자로서, 아래에 열거된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쌓아 왔습니다. 
Piovanelli 무기판매사에서 여러분들은 아래와 같은 서비
스 목록을 갖고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 수렵 및 사격용 무기
• 수렵 및 사격용 실탄과 탄창
• 수렵 및 호신용 총알
• 유명 메이커 장전용 물품
• 수렵 및 사격용 광학렌즈
• 호신용 칼 및 화기
• 수렵용 부대장비
• 활과 석궁
• 스포츠, 수렵 및 사격용 의복
• 화기 수리 및 애프터 서비스
• 영점조준 서비스 (최대 800 mt까지)
• 개인 맞춤용 화기
• 연습용 4 라인 실내터널
• 화기보관서비스









Armeria Piovanelli Srl 
Via Cesare Battisti 19 IT-25017 LONATO DEL GARDA (Brescia) - Tel. +39 030 913 0076
Email: info@armeriapiovanelli.it - Website: www.piovanelli.com
www.piovanelli.com을 통해 방문할 수 있는 뉴스레터에 등록하시면 모든 뉴스, 신규제품, 프로모션 등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