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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즉시보도) 
 
ARRI, 한국에서 bebob 전 제품 판매 시작 
 

• 이제 한국에서도 ARRI 를 통해 bebob 배터리 및 배터리용 액세서리  

구매 가능  

 

2020 년 9 월 17 일 홍콩 – ARRI 호주와의 협력에 따라 독일의 유명 배터리 

제조업체인 bebob 이 ARRI 와 다시 한번 제휴하여 한국에서 bebob 제품을 직접 

소개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bebob 배터리와 배터리용 액세서리 전 제품을 

ARRI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ARRI 배터리 마운트는 신뢰할 수 있는 오랜 파트너십 제조사 bebob 의 

배터리와 호환됩니다. ARRI 와 긴밀히 협의하는 bebob 엔지니어들의 팀워크는 

새로운 24V 배터리 마운트 시스템인 B-Mount 개발을 위한 기반을 닦았으며, 

이렇게 개발된 B-Mount 는 오늘날 장비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 파트너십은 판매와 유통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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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콘텐츠 완성도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ARRI 는 자사 

공장뿐만 아니라 협력사로부터도 완성도 있는 제품을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화와 방송 현장을 위한 장비의 원스톱 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bebob 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영화 및 방송 장비 업계 

종사자들은 이제 ARRI 에서 안전하면서 쉽고 빠르게 최상급 배터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ARRI 영업팀은 주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구매 요청 및 문의는 

salessupport@arri.asia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bebob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bebob.de 에서 확인하세요. 

 

 

 

ARRI 소개: 

“Inspiring images. Since 1917.” ARRI 는 영화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에 약 1,400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창립자 August Arnold 와 Robert Richter 가 

자신들의 이름에 따라 명명한 ARRI 는 독일 뮌헨에서 설립되었으며, 여전히 본사를 뮌헨에 두고 

있습니다. 본사 외에도 유럽, 북미와 남미, 아시아, 호주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ARRI 그룹은 카메라 시스템, 조명, 미디어, 장비 대여 등의 사업부로 구성되며, 모든 사업부는 

예술과 미래의 영상 기술을 연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ARRI 는 선도적인 영화 및 방송용 

카메라와 조명 시스템 설계·제조업체이며 전 세계에 유통 및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후반작업, 공동제작, 해외 판매와 함께 전문 제작사에 카메라, 조명, 그립 패키지 등의 장비를 

대여하는 통합 미디어 서비스 업체이기도 합니다.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는 19 개의 과학기술상을 수여하며 ARRI 엔지니어들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위치 및 상세정보는 www.arri.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bob 소개 : 

25 년 후, bebob 은 프리미엄 카메라 액세서리, 기술 혁신, 그리고 "made in Germany"라는 

검증된 품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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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년에 설립된 이 배터리 제조업체는 현재 영화 기술 산업에서 가장 유명한 제조사 중 한  곳 

입니다. bebob 은 사실상 깨지지 않는 배터리, 교체 가능한 셀, 트위스트 D-Tap, CINE V-Mount 

등 지속적으로 표준을 설정하는 기능을 업계에 도입했습니다.  

 

수만 개의 bebob 배터리와 충전기가 현재 전세계 영화 스튜디오와 TV 스튜디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에는 V-Mount, B-Mount 및 Gold-Mount 호환 배터리, 마이크로 

배터리, 충전기, 어댑터, 핫 스왑 어댑터 등이 포함됩니다. bebob 의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으로는 

견고하면서도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Vmicro 및 Amicro 배터리와 1176Wh 의 놀라운 전력 

용량과 내장 충전기를 갖춘 다전압 Li-ion 배터리인 CUBE 1200 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bebob.d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