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페레가벨페레 유니크레를 출시했습니다.
최신 아이폰 8 에 따라 새로운 명품 휴대 전화 개념
이미지를 누르세요 : 여기를 클릭하세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 2017 년 10 월 27 일 -모든 스마트폰 같은 모양과 수백만 의해 대량을 생산합
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구성이 있는 종류의 스마트폰 중
에서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벨페레 유니크입니다. 럭셔리폰 브랜드 벨페레는 내구성, 기술적 성능
및 유럽풍 감각을 완벽하게 균형 잡힌 정교한 럭셔리 폰을 선보입니다: 고급 기술에서 최고의 패션 액
세서리입니다.
불쾌감을 극복하는 방법
벨페레 유니크는 우발적 인 낙하 및 충격으로부터 전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수한 내 충격성을 제공
합니다. 프레임은 충격 흡수 내부와 완벽하게 조화된 외과용 스틸로 보강됩니다. 산업용 인성은 정밀
시계 제작 및 고급 가죽 제작과 같은 고급 세련미와 결합됩니다.
울트라 슬림
순수 디테일과 정밀한 장인 정신으로 8.4mm 의 초슬림 바디를 구현합니다. 외과 용 스틸 프레임은 손
으로 완전히 경면 연마되고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금, 흑색과 강철은 결코 산화되지 않습니다.
벨페레는 강철, 검정색 및 금색 프레임이 습기가없는 기후에서도 결코 부식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프레임은 결코 광택을 잃지 않으며 표준 알루미늄, 구리 및 황동 프레임보다 훨씬 내구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
www.bellperre.com 의 방문객은 독특한 스마트폰 중에서 하나를 설계하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고객
은 100 가지 이상의 가죽 옵션 (종아리, 도마뱀, 상어와 악어 같은 색상)과 다양한 가죽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죽 컬렉션은 유럽 최고의 공급 업체 중 최고의 최고급 제품입니다. 프레임 부분은 스크
루 색상까지 광택이 나는 강철, 닦은 강철, 블랙 스틸, 로제 골드 및 옐로우 골드로 제공됩니다. 당신은
블랙 스틸과 블랙 스틸을 겸손한 스타일로 선택하거나, 레이싱 그린 앨리게이터와 로제 골드를 사용
하여보다 인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벨페레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선물
가죽 인테리어가 적용된 고급스러운 고급 목재 상자에는 엄선 된 아몬드 나무가 수공예품으로 잘 어
울립니다. 전화로 메시지를 매우 미세하게 조각하면 독특한 벨페레가 개인 또는 법인 선물에 더 적합
합니다.
설계, 엔지니어링 및 네덜란드에서 만들기
스케치부터 완료 생성까지: 벨페레는 창조물의 설계와 엔지니어링이 온전히 집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각각의 벨페레폰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워크샵에서 취급됩니다. 연구, 설
계 및 엔지니어링은 휴대 전화 및 전통 고급 용품 업계의 아티스트로 수행합니다. 이 접근법은 벨페레
가 새로운 구조를 발명하고 새로운 재료를 탐구합니다.
저렴한 고급스러움
벨페레 유니크는 다른 고급 전화 브랜드 제품과 비교하여 진실로 더 많은 청중을 만나는 가격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페레 유니크의 가격은 €1600 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아이폰 8 으로 기준함). 이미
아이폰 6, 7 또는 8 을 소유한 고객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벨페레 소개
2005 년에 설립된 벨페레는 시대를 초월한 유럽의 디자인과 세련된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휴대폰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벨페레는 고객 주문에 따라 각각의 전화를 생산하는 유일한 고급
전화 제조업체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니멀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대량 생산 주
택이 지배적 인 시장에서, 벨페레는 시간을 초월한 유럽의 디자인, 무제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사용된
최상의 재료로 눈에 띄는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분리됩니다. 고급스러운 휴대전화 엔지니
어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벨페레는 제 3 자를 위한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스튜디오로도 운
영됩니다.
https://www.facebook.com/bellperre
https://www.instagram.com/bellperre_official/
https://bellperre.com/configurator/configure/9555/
https://www.bellperre.com
출판하지 않음
벨페레 국제
contact@bellperre.com
마맛루잇트랏 1062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유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