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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m

We've got your back
TV-CF, Drama, Movie, M/V

옵티캠은 한국 최고의 촬영장비 서비스 기업입니다. 

영화, TV-CF, 방송, 뮤직비디오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에게

든든하고 성실한 파트너로 기억되고자 합니다. 

역사

since 1983

39년의 경험

직원 평균
22인 근속 10.78년

연령 37.92세

클라이언트

광고, 영화, 드라마

컨텐츠 촬영/제작

2021 현재
렌탈, 판매

수리 서비스

2021 Now
22명의 스태프, 평균 31세, 9.84년의 경험

우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구성으로 일합니다.

Rental 렌탈

기술지원 1,2F

Gear Support

Rental

IT / Support

Service 서비스

서비스 3F

Tech Lab

Sales 판매

영업 기획 4F

Sales / Marketing

Management 관리

경영 지원 4F

Accounting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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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do

How we do
우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구성으로 일합니다.

R E N T A L

▫ 옵티캠에는 최적의 촬영장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큐레이터들이 있습니다. 영화, TV-CF, 드라마, 방송,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프로젝트
에 맞추어 장비를 선정하거나 추천합니다. 

▫ 옵티캠의 테크니션들은 언제나 장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도구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
리는 촬영인들이 최상의 영상물을 추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S A L E S

▫ 세일즈 어드바이저들은 방송사, 프로덕션, 공기업을 비롯하여 렌탈업체 및 소규모의 미디어, 개인의 장비 세팅을 돕는 데에 주력하는 
인력입니다. 고객의 상황과 니즈에 가장 적합한 장비 컨설팅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캐논컨슈머마
이징과의 파트너쉽을 맺고 캐논 EOS장비를 판매하며, 고객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S E R V I C E

▫ 서비스 엔지니어들은 10년 이상 영화, 방송 및 디지털 장비의 수리와 유지보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렌즈는 현재 우리 
옵티캠의 대여장비와 한국 디지털산업의 장비를 모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자들은 납품 전 점검, 예방적 유지보수, 장비 
손상에 대한 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손상된 물품을 해외로 운송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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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Since 1983, for 39 years
1983년 5월, '옵티칼필름'으로 시작하여 2021년 현재 '옵티캠'에 이르기까지,

영상발전에 대한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1983년 '옵티칼필름'이라는 사명으로 시네카메라 렌탈을 시작한 옵티캠은

기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엔지니어를 영입 육성하는 데에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2012년 Canon코리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판매사업으로의 영역을 확장하고

현재는 방송사를 비롯한 컨텐츠 제작업계와의 협약을 통해 제작과정에 참여하고 우리의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현업자들과의 협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는 자타공인 영상산업 업계의 선두주자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도 40여 년간의 경험과 그에 걸맞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이 우리에 요구하는 기대와 우리의 책임을 명확히 인지할 것이며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한국 영상산업 업계 발전의 역사와 함께이기를 희망합니다.

1983 옵티칼 설립

1987 (주)옵티칼필름 으로 사명 변경

1988 독일 ARRI社와의 파트너십 체결 - 영상제작 part 출범, 촬영 전문인력 양성

1990 직원 독일 연수프로그램 시작 - 카메라 장비 및 렌즈 교육

1992 Carl Zeiss社 교육 연수

1996 법인 설립

1999 영국 Cooke Optics 정기 교육 연수

2003 (주)옵티캠 으로 사명 변경

2004 신당동 사옥 이전

2012 기술 part 전 직원 Digital 교육 수료

2012 자회사 '옵티캠씨앤엘' 설립,  Canon컨슈머이미징 파트너십 체결

2019 렌즈 part 기술 엔지니어 영입

2020 렌즈수리서비스 신사업군 확장



Certificate 1

Certificate
우리의 기술팀은 Arri, Cooke, Angenieux, Zeiss, Leica 및 Canon를 포함한 

거의 모든 시네렌즈 및 카메라를 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Certificate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