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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U S I C STAND
“잘 만든 제품은 아름다운 연주를 약속합니다.”
당사의 뮤직스탠드 제품들은 이동과 조립을 조금이라도 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품 하나하나에 세심한정성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취향과 용도에 맞출 수 있
도록 다양한 제품을 개발·준비하여 놓고 있습니다. 특히
709 모델은 당사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여 획득한『특허』
중의 하나로 독점생산하고 있습니다. 타사에서는 볼 수 없
는 제품중 하나로 사용중 파손이나 일부분만을 교체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부속만 별도로 판매하므로 완벽한
A/S와 손쉬운 업그레이드가 전 제품에 제공하고 있으며 언
제나 가능합니다. 반도스탠드는 악보보면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강의실에서 교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 하고 있습니다.

본 카다록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과 규격은 실물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품질향상이나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cm

609

33cm

Music desk : 44 X 33cm
Height : 65~120cm
Weight : 2.9kg
Color : black / white / brown / gray
Desk material : ABS 특수 재질
ABS 특수 수지 : 내충격성이 크고 내열성
도 탁월하고 자동차 부품 등 금속 대용으
로 쓰이는 재료
Feature : Desk 재질이 ABS 특수 수지 재
질로 쉽게 구부러 지지 않음, 다리와 높낮
이 조정이 편리, 원터치식 손잡이로 휴대
편리, 스프링 내장됨
Hook style 높낮이 조절 제품

609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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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0cm

Model.

609 - White

BANDO MUSIC STAND

609 - Brown

609 - Gray

데스크 뒷면

데스크 부분 확대

휴대용 가방 (별도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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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cm

608

40cm

Music desk : 51 X 40cm
Height : 73~130cm
Weight : 3.8kg
Color : black / white / brown / gray
Desk material : ABS 특수 재질
ABS 특수 수지 : 내충격성이 크고 내열성
이 뛰어난 재질로 자동차 부품 등 금속기
계대용과 특수 기계용품에 사용되는 재료
Feature : 708의 기본 디자인에 특수 수
지를 접목시킨 제품, 데스크 끝부분의 곡
선 처리로 디자인과 실용성 높임, HOOK
STYLE의 높낮이 조절

608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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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0cm

Model.

608 - White

BANDO MUSIC STAND

608 - Brown

608 - Gray

데스크 뒷면 - Triple Rocking

데스크 부분 확대

휴대용 가방 (별도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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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670

Model.

604

Music desk : 44 X 33cm
Height : 65~120cm
Weight : 3.2kg
Color : black
Desk material : ABS 특수 재질
ABS 특수 수지 : 내충격성이 크고 내열성이
우수한 특수 수지로 자동차 부품 등 특수
기계용품과 일반 용품에 사용되는 재료
Feature : DESK재질이 ABS 특수 재질이어
서 상처가 쉽게 남아 있지않음, 대표적인 디
자인으로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제품, 삼각
형다리, 중심봉, 데스크의 연결부분으로 안
정감과 편리함을 갖춤

Music desk : 44 X 33cm
Height : 63~120cm
Weight : 4.0kg
Color : black
Desk material : ABS 특수 재질
ABS 특수 수지 : 내충격성이 크고 내열성이
우수한 특수 수지로 자동차 부품 등 특수 기
계용품과 일반 용품에 사용되는 재료
Feature : DESK재질의 ABS 특수 수지로
상처가 쉽게 남지 않음, 기존형태의 삼각형
다리를 업그래이드한 제품, 세련되고 우아한
"A"형 다리가 특징

44cm
44cm
3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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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65~120cm

670

63~120cm

33cm

BANDO MUSIC STAND

51cm
51cm

43cm

Model.

605

Music desk : 51 X 40cm
Height : 73~128cm
Weight : 3.8kg
Color : black
Desk material : ABS 특수 재질
ABS 특수 수지 : 내충격성이 크고 내열
성이 우수한 특수 수지로 자동차 부품
등 특수 기계용품과 일반 용품에 사용되
는 재료
Feature : 705 의 기본 디자인 ABS 특
수 재질을 접목시킨 제품, 데스크 끝부
분의 곡선 처리로 디자인과 실용성 높
임, 데스크디자인의 이중구조

607

Model.

데스크 뒷면 - Triple Rocking

73~128cm

605

73~128cm

40cm

607

Music desk : 51 X 43cm
Height : 73~128cm
Weight : 4.5kg
Color : black
Desk material : ABS 특수 재질
ABS 특수 수지 : 내충격성이 크고 내
열성이 우수한 특수 수지로 자동차
부품 등 특수 기계용품과 일반 용품
에 사용되는 재료
Feature : 707 의 기본 디자인 ABS
특수재질을 접목시킨 제품, 고강도 플
라스틱 제품으로 클래식한 데스크디
자인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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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610

Model.

(국악용 보면대)

Music desk : 44 X 33cm
Height : 28~55cm
Weight : 2.6kg
Color : black
Desk material : ABS 특수 재질
ABS 특수 수지 : 내충격성이 크고 내열성이
우수한 특수 수지로 자동차 부품 등 특수 기계
용품과 일반 용품에 사용되는 재료
Feature : DESK재질이 ABS수지로 쉽게 구부
러 지지 않음. 가야금이나 거문고, 아쟁등 앉아
서 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면대. 책상위에
서 악보를 보실때 안정감을 느낄수 있음

601

Music desk : 51 X 43cm
Height : 73~120cm
Weight : 4.5kg
Color : black
Desk material : ABS 특수 재질
ABS 특수 수지 : 내충격성이 크고 내열
성이 우수한 특수 수지로 자동차 부품 등
특수 기계용품과 일반 용품에 사용되는
재료

44cm

28~55cm

33cm

51cm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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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73~120cm

43cm

BANDO MUSIC STAND
700

Model.

Music desk : 45 X 22cm
Height : 60~132cm
Weight : 1.2kg
Color : black
Feature : 매우 가볍고 부피가 작아
이동과 보관이 쉽고, 연결부위가 나사
형식이 아니라 쉽게 분해조립이 가능.
휴대용가방제공. A/S 불가

720

Height : 68~132cm
Weight : 3.2Kg
Color : black + chrome
Music Desk : 42 X 21cm
기존의 반도 700 모델의 단점을 극
복한 제품입니다. 반도 700 모델보
다 더욱 견고하며, 연주시 더욱 편리
하게 악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주시 다리를 조금 더 편리하게 놓
을 수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주시 악기와의 거리를 원활
하게 스탠딩 할 수 있고 기존의 보
면대와는 다르게 약간 앞으로 기울
여져 있는 디자인으로 조금 더 편리
하게 악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용 가방 제공)

45cm

42cm

60~132cm

22cm

21cm

68~132cm

Model.

*보면대의 경사각도가 15°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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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747(Nostalgia)

Music desk : 51 X 43cm
Height : 73~120cm
Weight : 4.5kg
Color : black
Desk material : ABS 특수 재질
ABS 특수 수지 : 내충격성이 크고 내열성
이 우수한 특수 수지로 자동차 부품 등 특
수 기계 용품과 일반 용품에 사용되는 재료
Feature : 기존의 전문 연주자용 보면대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한 제품
Auto-slide(오토 터치) 장착으로 자동 높낮
이 조절 제품
Desk의 ABS 특수 수지 재질 제품

51cm

73~120cm

4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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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BANDO MUSIC STAND

Model.

757 (Prestige)

Music desk : 51 X 43cm
Height : 73~120cm
Weight : 4.5kg
Color : black
Desk material : ABS 특수 재질
ABS 수지 : 내충격성이 크고 내열성이 우
수한 특수 수지로 자동차 부품 등 특수 기
계 용품과 일반 용품에 사용되는 재료
Feature : 기존의 전문 연주자용 보면대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한 제품
Auto-slide(오토 터치) 장착으로 자동 높낮
이 조절 제품
Desk의 ABS 특수 수지 재질 제품

51cm

73~120cm

40cm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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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32cm

Music desk : 45 X 32cm
Height : 65~120cm
Weight : 3.1kg
Color : black, crome
Feature : 안정성과 이동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바닥과 닿는 면적이 넓어 안
정적이고 다리가 접이 방식으로 이동에
용이합니다.

719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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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0cm

Model.

45cm

719 - Chrome

BANDO MUSIC STAND
Model.

719-1

Music desk : 45 X 32cm
Height : 65~120cm
Weight : 3.1kg
Color : black, crome
Feature : 안정성과 이동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바닥과 닿는 면적이 넓어 안
정적이고 다리가 접이 방식으로 이동에
용이합니다.

719-1 - Black

719-1 - 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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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718

40cm

Music desk : 40 X 50cm
Height : 65~120cm
Weight : 4.0kg
Color : black, crome
Feature : 안정성과 이동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바닥과 닿는 면적이 넓어 안
정적이고 다리가 접이 방식으로 이동에
용이합니다.

718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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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0cm

Model.

718 - Chrome

BANDO MUSIC STAND

Model.

718-1

Music desk : 40 X 50cm
Height : 65~120cm
Weight : 4.0kg
Color : black, crome
Feature : 안정성과 이동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바닥과 닿는 면적이 넓어 안
정적이고 다리가 접이 방식으로 이동에
용이합니다.

718-1 - Black

718-1 - 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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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710

Music desk : 44 X 33cm
Height : 28~55cm
Weight : 2.6kg
Color : black
Desk material : ABS 특수 재질
ABS 특수 수지 : 내충격성이 크고 내열성이 우수한
특수 수지로 자동차 부품 등 특수 기계용품과 일반
용품에 사용되는 재료
Feature : DESK재질의 ABS수지로 쉽게 구부러 지
지 않음. 가야금이나 거문고, 아쟁등 앉아서 연주하
시는 분들을 위한 보면대. 책상위에서 악보를 보실
때 소유욕을 느끼고 아름다운 연주를 약속합니다.

20 | Bando Stand

BANDO MUSIC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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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700S

Music desk : 49 X 24~35cm
Height : 75~120cm
Weight : 2.8kg
Color : black / white / brown / gray
Feature : 가장 튼튼한 접이식 보면대입니
다. 접이식으로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특히 제품의 외관을
칼라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고 미
관이 우수합니다.
제품이 가방에 들어있을 때 크기 27X80cm

700S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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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S - White

BANDO MUSIC STAND

49cm

700S - Gray

75~120cm

24~35cm

700S - Brown

휴대용 가방 (700S는 가방 포함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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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702/702-1
Music desk : 55 X 44cm
Height : 68~120cm
Weight : 5kg
Color : black
Feature : 보면대 판사이즈가 다른
모델보다 큰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
강판을 사용하여 가볍고, 충격에 강
한 제품입니다. 다양하고 타보면대와
차별화된 견고함이 돋보입니다.
704, 705, 709 보면대와 비교하여
상판이 큰 제품입니다.

55cm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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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0cm

44cm

702-1

BANDO MUSIC STAND

Model.

704 / 706

Music desk : 45 X 32cm
Height : 73~123cm
Weight : 3.3kg
Color : black
Feature : 삼발이 부분에 무게중심을
설계하여 안정적인 제품. 손잡이를
이용한 높낮이 조절 용이.

보면대 각도 높낮이 조절부분 확
대모습, 재질이 철로 되어 있어 파
손, 변형의 우려가 거의 없고, 고
무바킹 내장으로 고정성이 우수함.

45cm

704

73~123cm

32cm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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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705/ 705-1

Music desk : 50 X 40cm
Height : 68~120cm
Weight : 4.5kg
Color : black
Feature : 704모델보다 보면대와 삼발이가 크고, 손
잡이를 이용한 높낮이 조절 용이함. 오케스트라 연
주에 적합. 특히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본 제품은
보면대 철판을 특수 강판을 사용하여 가볍고 충격에
강합니다. 또한 사용시 언제나 새것 같은 느낌을 줍
니다.
보면대 각도 높낮이 조절부분 확대모
습, 재질이 철로 되어 있어 파손, 변
형의 우려가 거의 없고, 고무바킹 내
장으로 고정성이 우수함.

50cm

40cm

705-1
68~120cm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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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O MUSIC STAND

Model.

707 / 707-1

Music desk : 50x40cm
Height : 68~120cm
Weight : 5.2kg
Color : black
Feature : 보면대중 가장 안정적, 높낮이 조절부분
이 철로 이루어져 파손의 우려가 거의 없음

보면대 각도 높낮이 조절부분 확대모습, 재질
이 철로 되어 있어 파손, 변형의 우려가 거의
없고, 고무바킹 내장으로 고정성이 우수함.

50cm

40cm

707-1
68~120cm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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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50cm

708

708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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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

73~123cm

[특허출원제품]
Music desk : 50 X 40cm
Height : 73~123cm
Weight : 4.0kg
Color : black / white / gray / brown
Feature : 다리와 높낮이 조정이 용이함, Hook
style 높낮이 조절, 당사 개발로 특허출원한 제품.
보면대 철판은 특수 강판으로 가볍고 충격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 사용하기에 한층 더 편리합니다.
휴대용 가방 별도 구매가능.

708 - White

BANDO MUSIC STAND

708 - Gray

708 -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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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50cm

708-1

708-1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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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

73~123cm

[특허출원제품]
Music desk : 50 X 40cm
Height : 73~123cm
Weight : 4.0kg
Color : black / white / gray / brown
Feature : 다리와 높낮이 조정이 용이함, Hook
style 높낮이 조절, 당사 개발로 특허출원한 제품.
보면대 철판은 특수 강판으로 가볍고 충격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 사용하기에 한층 더 편리합니다.
휴대용 가방 별도 구매가능.

708-1 - White

BANDO MUSIC STAND

708-1 - Gray

708-1 -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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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709

당사주력 상품
[특허출원제품]

Music desk : 45 X 32cm
Height : 73~123cm
Weight : 3.1kg
Color : black / white / gray / brown
Feature : 다리와 높낮이 조절 용이, Hook style
높낮이 조절, 휴대간편, 부품교환 편리.
특히 보면대 철판은 특수 강판으로 가볍고 충격
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 사용하기에 한층 더 편
리합니다. 또한 제품 외관의 컬러화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휴대용 가방 별도 구매가능.

45cm

709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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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3cm

32cm

709 - White

BANDO MUSIC STAND

원터치식 손잡이로 높낮이의 조정이
매우 간편하며 스프링이 내장되어 고
정력도 뛰어남.

709 - Gray

709 -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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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709-1

당사주력 상품
[특허출원제품]

Music desk : 45 X 32cm
Height : 65~120cm
Weight : 3.1kg
Color : black / white / gray / brown
Feature : 안정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다리와 높낮이 조정
이 편리하며, 휴대가 간편합니다. 원터치식 손잡이로 높낮이를 조정하
고 다리를 펴고 접기가 매우 간편하고, 스프링이 내장되어 고정력도
뛰어난 제품입니다. Hool style 높낮이 조절.
원터치식(Hook 스타일) 손잡이로 높낮이를 조절하여 다리를 펴고 접기
가 매우 간편하고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어 고정력도 뛰어난 제품.
특히 보면대 철판은 특수 강판으로 가볍고 충격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
사용시 언제나 새것 같은 느낌을 주고 안정적인 연주를 보장합니다.

709-1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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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 - White

BANDO MUSIC STAND
45cm

65~120cm

32cm

709-1 - Gray

709-1 -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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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770 / 770-1

[특허출원제품]
Music desk : 45 X 32cm
Height : 73~123cm
Weight : 4.0kg
Color : black
Feature : 세련되고 우아하면서도 안정적인 V자 형
태의 다리가 특징. 여러개의 보면대를 겹칠 수 있어
서 다수의 보면대 보관이 용이.
또한 안정성이 타 제품보다 월등하며, 고장이 잘 나
지 않고 어린이와 초중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제품입
니다.

45cm

32cm

770-1
73~123cm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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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O MUSIC STAND
771 / 771-1

[특허출원제품]
Music desk : 50 X 40cm
Height : 73~123cm
Weight : 5.1kg
Color : black
Feature : 세련되고 우아하면서도 안정적인 V자 형
태의 다리가 특징. 여러개의 보면대를 겹칠 수 있어
서 다수의 보면대 보관이 용이. 770보다 다리와 판
이 큼. 특히 보면대 철판은 특수 강판으로 가볍고
충격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 사용시 언제나 새것 같
은 느낌을 주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771

50cm

40cm

73~123cm

Model.

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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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O MUSIC STAND

Model.

701 / 701-1

의장등록
Music desk : 55 X 44cm
Height : 68~120cm
Weight : 4.8kg
Color : black
Feature : 판 사이즈가 커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음.
타보면대와 차별화된 견고함.
(704, 705, 709 보면대와 비교하여 상판이 큰 제품입
니다.) 특히 보면대 철판은 특수 강판으로 가볍고 충
격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 사용시 언제나 새것 같은
느낌을 주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55cm

701

68~120cm

44cm

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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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801 / 801-1

Music desk : 50 X 40cm
Height : 80~125cm
Weight : 4.6Kg
Color : black
Feature : 4개의 다리로 이루어져 가장 안정적인 제
품. 악보 스탠드, 연설용 연설대, 강의실 교탁등 다용
도로 사용가 능. 휴대하기가 쉽고 조립과 분해가 쉬워
이동성이 탁월한 제품.
특히 보면대 철판은 특수 강판으로 가볍고 충격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 사용시 언제나 새것 같은 느낌
을 주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바퀴 장착 가능.
기존 제품 보다 윗 판이 큰 제품으로 간이 지휘자용
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바퀴 장착 모습

50cm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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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28cm

40cm

801-1

BANDO MUSIC STAND

Model.

803 / 803-1

Music desk : 50 X 40cm
Height : 88~183cm
Weight : 5.4Kg
Color : black
Feature : 보면대 중 가장 높게 사용가능하며, 녹
음 스튜디오, 성악용 녹음스튜디오에서 사용이 적
합한 모델임. 특히 보면대 철판은 특수 강판으로
가볍고 충격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 사용시 언제나
새것 같은 느낌을 주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
혔습니다.

50cm

803

88~183cm

40cm

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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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O MUSIC STAND
Model.

Orchestra stand
Music desk : 68 X 50cm
Height : 65~105cm
Weight : 14.0kg
Color : black
Feature : 지휘자용 및 다목적 연설용
견고함과 깔끔한 디자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용으로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
본 제품은 특수 강판을 사용하여 내충격과 무게감을 줄
이고 언제나 새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
다.
지휘자용 스탠드는 물론 다목적 연설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68cm

65~125cm

50cm

상판의 각도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며,
철재질로 견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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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ART10

Size : 120 X 66cm
Height : 114cm
Color : black
Feature : 반도스탠드 보면대 10개를 한번에 실
어 움직일 수 있는 보면대 카트입니다.

정면 모습

114cm

120cm

66cm

장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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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모습

BANDO MUSIC STAND

Model.

CART20

Size : 132 X 120cm
Height : 114cm
Color : black
Feature : 반도스탠드 보면대 20개를 한번에 실
어 움직일 수 있는 보면대 카트입니다.

114cm

120cm

132cm

후면 모습

장착 모습

장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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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 C R O P H O N E

S T A N D

“잘 만든 스탠드는 편안한 연주를 보장합니다.”
가장 많은 종류를 자랑하는 반도 Microphone Stand는 I자 Style부터, T자 Style, 탁상용 까지 다양한 모델을 구매자의 기호와 용
도에 맞게 생산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들은 단순히 마이크를 고정시키는 역할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용
하시는 분의 품위를 높이고자 미려한 디자인과 쉬운 높낮이 조절등 사용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제품의 받침대에는 고무바킹을 사용하여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품 하나하나를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생산
하고 있습니다. 1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반도스탠드 제품을 공연장을 비롯하여 연주와 음악이 있는 곳에서는 쉽게 만나실 수 있으
실 것입니다. Microphone Stand를 필요로 하시는 여러분께 다양하고 세련된 제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본 카다록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과 규격은 실물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품질향상이나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ST-970

Height : 100 ~ 168cm
Weight : 1.64kg
Color : red / blue / silver / black
Feature : 한번의 터치로 마이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 사용이 더욱 간편한 제품입
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가벼움

100~168cm

Model.

30cm

48 | Bando Stand

MICROPHONE STAND

이중잠금장치로 다리를 벌렸을 경우 다리 부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기 쉬운 디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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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S-Star
85~150cm

Height : 85 ~ 150cm
Weight : 1.8kg
Color : black / silver / gray
Feature : 균형감과 유려한 디자인이 장
점인 제품입니다.

30cm

I.S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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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 Silver

I.S - Gray

MICROPHONE STAND
Model.

I.S-Circle

Height : 90 ~ 163cm
Weight : 3.8kg
Color : black / silver / gray
원형받침대크기 : 지름 26cm
Feature : 원형 받침을 사용하여 균형감과 유
려한 디자인이 장점인 제품입니다.

원형 받침

I.S - Black

I.S - Silver

I.S -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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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S-Heavy

Height : 90 ~ 163cm
Weight : 3.8kg
Color : black / silver / gray
Feature : 균형감과 유려한 디자인이 장점인
제품입니다.

삼각 받침

I.S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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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 Silver

I.S - Gray

MICROPHONE STAND

Model.

250-Star

Height : 75 ~ 160cm
Weight : 2.3kg
Color : black / silver
Feature : 안정적인 삼발이, 스탠드의 모든
부분이 스틸 재질로 고장의 위험이 거의 없
습니다.

250 - Black

75~160cm

삼발이 받침

250 - Silver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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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250-Circle

Height : 75 ~ 165cm
Weight : 2.5kg
Color : black / silver
원형받침대크기 : 지름 26cm
Feature : 아름다운 디자인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스탠드의 모든 부분이 스틸 재질로 고장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250 - Black

75~160cm

원형 받침

250 - Silver

지름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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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PHONE STAND

Model.

250-Heavy

Height : 75 ~ 165cm
Weight : 2.5kg
Color : black / silver / gray
원형받침대크기 : 지름 26cm
Feature : 아름다운 디자인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스탠드의 모든 부분이 스틸 재질로 고장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삼각 받침

250 - Black

250 -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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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250-AC

Height : 75 ~ 165cm
Weight : 2.5kg
Color : black / silver
원형받침대크기 : 지름 26cm
Feature : 아름다운 디자인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스탠드의 모든 부분이 스틸 재질로 고장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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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PHONE STAND
Model.

960

Height : 95 ~ 160cm
Support Stick : 85cm
Weight : 2.6kg
Color : black / silver
Feature : T Style의 단점을 보완한 모델,
각도조절 손잡이와 다리 접이 부분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만든 제품, 크롬 도금처리.
접을 수 있어 사용, 보관 간편함

각도 조절과 마이크대 조절을 한번에
쉽게 할 수 있음.

95~160cm

85cm

960 - Black

960 -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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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3000

62cm

Model.

950 - Black
100~160cm

63~160cm

80cm

950

Height : 63 ~ 160cm
Support Stick : 62cm
Weight : 2.6kg
Color : black
Feature : 키가 작은 "T"형 마이크스탠드 입로
의자에 앉아 기타를 연주할때, 보컬의 마이크
스탠드로도 이용할수 있고, 드럼 혹은 케비넷
엠프 악기녹음시 사용가능한 스탠드입니다. 고
급스러운 분체도장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하부
는 다이캐스팅(주물)으로 되어 무게감이 느껴
지는 제품입니다.

58 | Bando Stand

Model.

T.S3000

Height : 100 ~ 160cm
Support Stick : 80cm
Weight : 2.3kg
Color : Silver
Feature : 기존 T style모델에서 업그레이
드된 신형 모델. 보급형 모델 가볍고, 사용
간편, 보관용이함.

마이크대의 각도조절을 위한 손잡이 부
분 확대

MICROPHONE STAND
Model.

270

Height : 85cm
Support Stick : 75cm
Weight : 3.3kg
Color : black
Feature : 삼각형 받침대와 중간지지대가
고정되어 있음.(높낮이 고정) I자형과 T자형
겸용으로 경제적.

마이크대의 각도조절을 위한 손잡이 부분 확대

75cm

8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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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911

Height : 95 ~160 cm
Support Stick : 90 cm
Weight : 4.8Kg
Color : black / red / gray / all black
Feature : 일반적인 마이크스탠드와는 달리 주요 연
결부분이 All steel 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90~160cm

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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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B

911G

MICROPHONE STAND

911R

9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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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919

Height : 95 ~ 162cm
Weight : 5.5Kg
Support Stick : 55 ~ 92cm
Material : steel
Color : black / white / gray /
chrome
Feature : 이동할 수 있는 마이크
스탠드중 가장 견고한 제품.또한
Support stick 길이를 조절할 수있
고 또한 주요 관절 부분이 steel로
이루어진 스탠드여서 고장의 위험
이 거의 없음.
여러가지 색상으로 공연의 분위기
에 맞춰 사용 가능함.

55~92cm

919 - White

95~165cm

919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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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PHONE STAND

919 - Gray

919 - 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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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940

Height : 100 ~ 190cm
Support Stick : 100cm
Weight : 5.5kg
Color : black / red / yellow / blue
Feature : 뛰어난 색감, 쉽고 간편한 각도와
높낮이 조절 손잡이 채용. 분리식 다리, 크롬도
금처리로 견고함. 모든 부분이 쇠재질로 이루어
져 파손의 우려가 거의 없음.

940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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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Red

MICROPHONE STAND

940 - Yellow

940 - Blue

15

마이크대 길이와 각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고, 마 분리식 다리로 조립과 보관이 용이, 조립시 15。 다용도 물림쇠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마이크를 설
이크대 부분은 알루미늄 재질로 질감이 부드러움. 기울여 장착
치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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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930

Model.

Drum i-Style

Height : 100 ~ 170cm
Weight : 2.0kg
Color : black / silver
Feature : "I" 형 마이크 스탠드로 다리를 접을
수있어 사용과 휴대가 간편하고, 분체도장으로
고급스러운 외관과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합니
다. 높낮이 부분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하
부는 다이캐스팅(주물)로 되어있어 무게감과
고급스러움을 느낄수있는 제품입니다.

Height : 65 ~ 150cm
Weight : 1.8kg
Color : silver
Feature : 초경량, 미려한 실버톤 색감, 2
단 높낮이 조절 손잡이로 광범위한 높낮이
조절 가능

930 - Black

930 - Silver
Drum i-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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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PHONE STAND
Model. Desk

I Style

Height : 10, 15, 25cm + 5cm
Weight : 3.0kg
Color : black
Feature : 다리가 고무재질로 되어 있어 파손의
우려가 적은 탁상용입니다.

Desk I Style

25cm
15cm
10cm
5cm

Model. Desk

J Style

Height : 35, 42, 60cm + 5cm
Weight : 0.24, 0.27, 0.44+2.20kg
Color : silver
Feature : 다양한 각도조절 가능

Desk J Style

60cm
42cm
35cm
25cm

5cm

Model. Desk

T Style

Height : 15, 22, 32cm + 5cm
Support Stick : 50cm
Weight : 3.0kg
Color : black
Feature : Desk I Style에 마이크대를 장착한 모
습. 탁상용

Desk T Style

32cm
22cm
15cm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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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BOARD & MIXER STAND
“잘 만든 제품은 우리 삶에 행복을 선사합니다.”
Keyboard Stand 분야는 당사가 가장 먼저 생산하여 X자 모양에서부터 지금의 Z모델까지 끊임없는 디자인 개발을 해왔습니다. 각
모델은 기본 사양과 필요에 따른 추가사양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기호를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것입
니다. 특히 Z모델의 경우 Computer와 Keyboard를 연결시 별도의 테이블이나 공간을 차지하지않으므로 레코딩실같은 장소에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Keyboard Stand의 역할뿐만 아니라 작은 가판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각종 스탠드 제품 중에서 특히 GT100과 GT200은 당사가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제품으로 고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
다. 이에 유사 제품이 범람하고 있지만 당사는 소비자의 인지도와 고객이 인정한 견고성을 갖춘 제품으로 인정받고자 더욱 노력하
고 있습니다. 반도 스탠드는 항상 견고성과 편리성을 갖추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제품으로 국내 타 제품은 물론 외국 제품보다
도 선호도가 한층 더 높은 제품입니다.

본 카다록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과 규격은 실물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품질향상이나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del.

400

Height : 15 ~ 95cm
Width : 20 ~ 85cm
Length : 37cm
Weight : 2.5kg
Color : black
Feature : Keyboard Stand 기본모델, 가
벼워서 이동이 편리하고 간편함.

15~95cm

37cm

20~85cm

접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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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board를 올려 놓은 모습

KEYBOARD STAND & MIXER STAND

Model.

405

Height : 30 ~ 100cm
Width : 30 ~ 85cm
Length : 40cm
Weight : 3.6kg
Color : black
Feature : 400번 모델보다 무게감과 견
고함, 안정감이 있는 제품.

높이조절 손잡이 부분 확대모습

30~100cm

40cm

30~85cm

Keyboard를 올려 놓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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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Height : 49 ~ 98Cm
length : 50cm
Weight : 4.0Kg
material : steel
Color : black
Feature : 76, 88건반 및 믹서용 스탠드
입니다. 기존의 스탠드의 파이프보다 더
굵은 파이프를 시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대
형 키보드, 믹서를 놓아도 무게감과 안전
감을 느낄수 있는 제품입니다.
높낮이를 미세하게 조절할수 있으며, 반으
로 접을 수 있어 보관 및 이동이 편리 합
니다. 커즈와일, 로랜드, 야마하 등 대형
신디사이져 사용시 건반 터치에서 오는
반동이 거의 없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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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49~98cm

Model.

KEYBOARD STAND & MIXER STAND

Model.

409

Height : 70 ~ 96cm
Width : 44 ~ 76cm
Length : 51cm
Color : black
Feature : 초대형 올겐 진열 및 연주용
으로 사용, 매우 견고하고 안정적인 제
품.

70~96cm

51cm

44~76cm

Keyboard를 올려 놓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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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503

Height : 30 ~ 165cm
Width : 35 ~ 80cm
Length 1 : 50cm
Length 2 : 40cm
Length 3 : 35cm
Weight : 8.6kg
Color : black
Feature : 3단 적재가능, 안정적이고 견
고함, 505, 405모델과 호환 불가능
35cm

40cm

30~165cm

50cm

35~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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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BOARD STAND & MIXER STAND
505

Height : 30 ~ 125cm
Width : 20 ~ 85cm
Length 1 : 40cm
Length 2 : 35cm
Weight : 4.8kg
Color : black
Feature : 2단 적재가능, 안정적이고
견고함.

40cm

30~125cm

Model.

35cm

20~85cm

Keyboard를 올려 놓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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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505B

Height : 30 ~ 125cm
Width : 20 ~ 85cm
Length 1 : 45cm
Length 2 : 35cm
Weight : 4.8kg
Color : black
Feature : 2단 적재가능. 안정적이고
견고한제품. 2단 부분 높낮이 및 각도
조절부분을 개선하여 자유로이 상하
조절 및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엘
프등을 올려 놓아도 안정적인 제품.

35cm

45cm

Keyboard를 올려 놓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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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5cm

20~85cm

KEYBOARD STAND & MIXER STAND
Model.

BX-1000

Height : 85 ~ 132cm
Width : 39 ~ 59cm
Length : 48cm
Weight : 5.8kg
Color : black
Feature : 다양한 공간에 믹서를 설치할 수
있는 이동용 믹서 스탠드입니다. 가로 폭뿐만
아니라 각도(머리부분) 조절도 가능합니다.
가로 폭 조절 가능 치수 39 / 41.5 / 44 /
46.5 / 49 / 51.5 / 54 / 56.5 / 59cm
각도(머리부분) 5。/ 10。/ 15。/ 20。
이동이 자유롭도록 바퀴를 장착하였습니다.

*폭조절 가능
39 / 41.5 / 44 / 46.5 / 49 /
51.5 / 54 / 56.5 / 59cm

85~132cm

48m

높낮이조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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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Z

[특허출원제품]

Height : 67~90cm
Width : 98cm
Length : 58cm
Weight : 13.8kg
Color : black
Feature : Keyboard Stand중 가장 견
고함. 2단 받침대와 컴퓨터나 믹서를
올려 놓을 수 있는 받침대 탈착 가능
으로 음반작업실에서 컴퓨터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대형 믹서, 바퀴장착가능

67~90cm

58cm

Mixer를 올려 놓은 모습

9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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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BOARD STAND & MIXER STAND

Model.

Z-2

[특허출원제품]

Height : 67 ~ 90cm
Width : 98cm
Length : 58cm
Weight : 13.8kg
Color : black
Feature : Keyboard Stand중 가장 견고함.
2단 받침대와 컴퓨터나 믹서를 올려 놓을 수
있는 받침대 탈착 가능으로 음반작업실에서
컴퓨터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바퀴장착가능

58cm
67~90cm

-2단 받침대를 장착한 모습

9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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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받침대와 좌측 받침대를 장착한 모습

Model.

Z-3

[특허출원제품]
Height : 67 ~ 90cm
Width : 90cm
Length : 50cm
Weight : 13.8kg
Color : black
Feature : Keyboard Stand중 가장 견고함.
2단 받침대와 컴퓨터나 믹서를 올려 놓을 수
있는 받침대 탈착 가능으로 음반작업실에서
컴퓨터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바퀴장착가능

67~90cm

55cm

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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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BOARD STAND & MIXER STAND
-2단 받침대와 좌·우측 받침대를
모두 장착한 모습

67~90cm

55cm

90cm

Model.

Z-4

[특허출원제품]

Height : 67 ~ 90cm
Width : 90cm
Length : 55cm
Weight : 13.8kg
Color : black
Feature : Keyboard Stand중 가장 견고함.
2단 받침대와 컴퓨터나 믹서를 올려 놓을 수
있는 받침대 탈착 가능으로 음반작업실에서
컴퓨터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바퀴장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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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Z-S

Height : 65 ~ 86cm
Width : 60cm
Length : 50cm
Weight : 10.9kg
Color : black
Feature : 기존 Z모델에서 가로사이즈를
줄인 제품. 초대형 스탠드. 녹음실용. 음향
기기 믹서용.
소형믹서, 바퀴장착가능

65~86cm

58cm

68cm

Mixer를 올려 놓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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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Room

Height : 45cm
Width : 60m
Length : 40cm
Depth : 20cm
Weight : 2.4kg
Color : black
Feature : 노래방등 작은 공간에
적합함. 녹음실, 홈스튜디오등 작은
공간안에서 2개의 키보드 혹은 신디
사이져 이용시 용이

40cm

45cm

60cm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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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S T R U M E N T STAND
“잘 만든 제품은 아름다운 연주를 약속합니다.”
각종 스탠드 제품 중에서 특히 GT100과 GT200은 당사가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제품으로 고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
습니다. 이에 유사 제품이 범람하고 있지만 당사는 소비자의 인지도와 고객이 인정한 견고성을 갖춘 제품으로 인정받고자 더
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도 스탠드는 항상 견고성과 편리성을 갖추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제품으로 국내 타 제품은 물론
외국 제품보다도 선호도가 한층 더 높은 제품입니다.

본 카다록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과 규격은 실물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품질향상이나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del.

GT-300

77cm

Height : 77cm
Size : 62 X 42cm
Weight : 4.8kg
Material : 철 / 플라스틱
Color : black
Feature : 반도 멀티 기타 스탠드 GT300/GT-500/GT-700은 접이식 구조로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한 기타 스탠드 입
니다. 여러대의 기타를 걸 수 있으며 각
기타 사이의 간격과 바디 하단부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므로 기타 형태에 제한이
없이 설치가능합니다.

42cm
6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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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STAND
Model.

GT-500

77cm

Height : 77cm
Size : 99.4 X 42cm
Weight : 6.5kg
Material : 철 / 플라스틱
Color : black
Feature : 반도 멀티 기타 스탠드 GT300/GT-500/GT-700은 접이식 구조로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한 기타 스탠드 입
니다. 여러대의 기타를 걸 수 있으며 각
기타 사이의 간격과 바디 하단부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므로 기타 형태에 제한이
없이 설치가능합니다.

42cm
99.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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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cm

Model.

42cm
135cm

좌우 이동

회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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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700

Height : 77cm
Size : 135 X 42cm
Weight : 6.5kg
Material : 철 / 플라스틱 / 고무
Color : Black
Feature : GT-700은 반도 멀티 기타 스
탠드 GT-300 / GT-500과 같이 접이식
구조로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한 기타 스
탠드 입니다. 여러대의 기타를 걸 수 있
으며 각 기타 사이의 간격과 바디 하단
부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므로 기타 형태
에 제한이 없이 설치가능합니다.

INSTRUMENT STAND
[특허출원제품]

Model.

GT100

50~80cm

Height : 50 ~ 80cm
Weight : 2.0kg
Color : black
Feature : 기타 스탠드 중 최고 안정성
을 주는 제품입니다.
G.S보다 고급모델. 견고함. 손잡이로
높낮이 조정, 당사 특허제품임.
기타·베이스 스탠드

접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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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GT-150H

76~110cm

Height : 76~110Cm
Weight : 1.9Kg
Material : 실리콘, 스틸
Color : Black
접은 크기 : 52(가로) x 11(세로) x 11(높이) cm
Feature : 기타를 안전하게 보관 할수 있는 스
탠드 입니다.
기타헤드를 받치는 부분이 실리콘 재질되어있
어 모든 종류 (랙커 피니쉬, 무광기타 포함)의
기타를 상처없이 안전하게 거치하실 수 있습
니다.
특수 미끄럼 방지 재질(rubber-Warmer) 로
기타를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수 있으며 기타
케이블을 꽂은 상태(연주중)에서도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입니다. 많은 기타리스트분들이 사
용하는 스탠드로 사랑을 받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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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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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제품]

Model.

GT200

35cm

Height : 35cm
Weight : 1.8kg
Color : black
Feature : 스탠드 중간 부분 고무 스폰
지(미끄럼 방지). 목이 없으며 다목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기타·베이스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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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STAND
Model.

GT50

Height : 39cm
Color : black
Feature : 가볍고 부피가 작은 기
타 스탠드로 휴대용으로 좋음
접이식 기타·베이스 스탠드

39cm

GT50

26cm

INSTRUMENT STAND
Model.

G.S

Height : 40 ~ 70cm
Weight : 1.4kg
Color : black
Feature : 오베이션, 통기타, 전기기
타 모두 올려 놓을 수 있음.
기타 스탠드

40~70cm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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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GT-10 / Acoustic

Size : 60 X 27cm
Color : black
Material : Steel, Silicon tube
Feature : 벽걸이 기타 스탠드입니다. 통기타용과 전자기타용
2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8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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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STAND

Model.

GT-10 / Electric/Bass

Size : 60 X 27cm
Color : black
Material : Steel, Silicon tube
Feature : 벽걸이 기타 스탠드입니다. 통기타용과 전자기타용 2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10cm

11cm

6cm

27cm

cm
60

)
능
가
절
(조

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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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BS107

33~77cm

Height : 33 ~ 77cm
Weight : 1.8kg
Color : black
최대높이 : 77cm, 접은 높이 : 35cm
Feature : 접이식이라 휴대하기가 편리
하며 악기를 안전하게 보관 용이.
바이올린 스탠드

26cm
20cm

접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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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STAND
[특허출원제품]

Model.

BC105

65~100cm

Height : 60 ~ 100cm
Weight : 3.0kg
Color : black
Feature : 첼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스탠드입니다. 첼로 스탠드.

INSTRUMENT STAND

접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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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BD109

80~140cm

Height : 80 ~ 140cm
Weight : 3.8Kg
Color : black
Feature : 기존의 제품보다 안정성을
한차원 높여 제작된 제품. 악기의 보관
과 보존이 편리하고 특히 장기보관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음. 접이식이라
휴대하기가 편리.
콘트라베이스 스탠드

접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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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STAND
Model.

BS300 (알토.테너 별도)

40cm

Height : 40cm
Weight : 1.2kg
Color : black
기타 : 접은 길이 : 30cm
Feature : 80°, 60°, 30° 3단 각도조
절 가능. 목부분은 탈부착으로 알토와
교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섹소폰 스탠드(테너/알토)

접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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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GT-WL/GT-W

GT-WL

Height : 15 ~ 25cm
Weight : 0.4kg
material : steel / aluminium
Color : black
Feature : 벽걸이용 기타스탠드로 좌우
270도 각도조절 및 길이조절이 가능합니
다. 스페이스월에서 쓸수있는 제품과
기둥이나 벽에쓸수있는 제품 두가지가
있어, 원하시는 벽 어디에나에 장착이 용
이합니다.

GT-W

-굽힌 모습

Model.

GT-UL
Height : 17 ~ 23cm
Width : 7cm
Weight : 0.2kg, 0.24kg
material : steel
Color : black
Feature : 우크렐레나 바이올린 벽걸이
스탠드로 스페이스월에서 쓸수있는 제품
과 기둥이나 벽에 쓸수있는 제품 두가지
가 있어, 원하시는 벽 어디에나에 장착이
용이합니다.
우크렐레 벽걸이 스탠드는 기타용 벽걸
이 스탠드 보다 폭이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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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A

TypeB

INSTRUMENT STAND

Model.

GT-L

6cm
GT-6L

Height : 18 ~ 23cm
Width : 9cm
Weight : 0.22kg, 0.24kg
material : steel
Color : black
Feature : 기타 벽걸이 스탠드로 꺽임 부
분이 없어서 벽에 장착하기 용이합니다.

m

18c

GT-18L

m

24c

GT-24L

GT-L(꺽임) : 기타 벽걸이 스탠드입니다.

INSTRUMENT STAND
Model.

GT

Height : 18 ~ 23cm
Width : 9cm
Weight : 0.2kg, 0.22kg
material : steel
Color : black
Feature : 기타 벽걸이 스탠드로 꺽임 부
분이 있어서 일반 기타샵이나 합주실등에
서 사용이 용이합니다.

6cm

18cm

24cm

GT-B(민자) : 스페이스 월용 기타 벽걸이 스탠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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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
D
Computer
S T A N D
“잘 만든 제품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인생을 약속합니다.”
당사가 만든 LCD스탠드는 어떤 LCD모
니터를 올려 놓고 사용하더라도 잘 어
울리며 품위 있는 LCD스탠드입니다.
미적 감각이 연주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며 지금 사용해도 항상 새로
운 기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언제나
연주자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반도스탠드입니다.

본 카다록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과 규격은 실물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품질향상이나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del.

BLS

80~127cm

Size : VESA규격 채택
Height : 80 ~ 127cm
Weight : 5.2kg
Color : black
Feature : 24인치 LCD 까지 장착 가능한 제품
입니다. 모니터 뒷면에 보시면 정사각형 형태의
나사구멍이 보이는데 좌우 거리는 국제규격으
로써 일반적인 LCD모니터(14~24인치)는 아래
와 같이 3가지 규격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하
지만 일부 LCD 제품의 경우 VESA규격으로 제
작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 전 확
인 부탁드립니다. 반도스탠드의 제품이 아닐 경
우 부착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LCD 후면

104 | Bando Stand

LCD COMPUTER STAND
Model.

LCD-S

Size : VESA규격 채택
Height : 104 ~ 158cm
Weight : 3.8kg
Color : black
Feature : VESA 규격에 맞게 제작
된 LCD 스탠드입니다. 다리를 접을
수 있어서 이동이 간편한 제품입니
다. 알루미늄재질로 가볍습니다.
VESA 규격이 아닌 경우 당사 제품
인 LCD-SW, LCD-A, LCD-B를 구
매하셔야 합니다.

Model.

LCD-SW

Height : 100~170cm
Weight : 4.3kg
material : steel(상부) + aluminium(하부)
Color : Black
Feature : 모든 LCD제품의 장착가능 (23인
치 미만).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 모든
LCD제품 (23인치 미만) 의 장착이 가능한
스탠드입니다.
LCD스탠드의 각도조절(상하조절)이 가능하
며 다리부분이 알루미늄이어서 휴대가 간편
하고, 높낮이 조정이 편리합니다.
안정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또한 마이크홀더를 장착하여 마이크 보관이
용이 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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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제품]

Model.

LCD-A

Height : 80 ~ 125cm
Weight : 6.4kg
Size : 30 x 32~38cm
Color : black
Feature : 14~19인치 까지 장착가능.
사용이 간편하고 안정적. 높낮이 조
절 가능.
LCD모니터 전용 스탠드

29.5cm

80~125cm

29~38cm

LCD-A

높낮이조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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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COMPUTER STAND
[특허출원제품]

Model.

LCD-B

Height : 80 ~ 125cm
Weight : 6.4kg
Size : 30 x 32~38cm
Color : black
Feature : 14~19인치 까지 장착가능.
사용이 간편하고 안정적. 스톱바퀴다
리 채용. 높낮이 조절 가능.
LCD모니터 전용 스탠드

LCD 후면

LCD-B

높낮이조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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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5cm

엘프A (Plate type-A/B)

26cm

80~120cm

Height : 80 ~ 120cm
Weight : 5kg
Plate Size : 35 x 26cm
Color : black
Feature : 모니터용 스피커나 반주기(앨
프, 505, 606, 707), 노트북(35 x 26cm)
에 적합한 스탠드입니다. 접이식 다리 채
용하여 이동과 보관이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모니터, LCD겸용 스탠드입니
다. 보면대 가방을 구매하여 사용시 보관
및 이동이 용이한 제품입니다.
*플레이트 타입은 상판의 종류에 따라 나
눠집니다.

높낮이조절가능

엘프A_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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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A_typeB

LCD COMPUTER STAND
Model.

[특허출원제품]

엘프B (Plate type-A/B)
Height : 80 ~ 125cm
Weight : 5.8kg
Plate Size : 35 x 26cm
Color : black
Feature : 505, 606, 707, 난소리, 노트북
(35 x 26cm) 등에 적합한 엘프용 스탠드
입니다. 스톱바퀴를 이용하여 움직이지 않
도록 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판의 각
도 조절이 용이한 제품입니다.
*플레이트 타입은 상판의 종류에 따라 나
눠집니다.

Plate type-A

Plate type-B

높낮이조절가능

엘프B_typeA

엘프B_typ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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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41cm

[특허출원제품]

엘프WA (Plate type-A/B)

30cm

85~130cm

Height : 85 ~ 130cm
Weight : 5kg
Plate Size : 41 x 30cm
Color : dark gray
Feature : 15.4인치 노트북까지 이용가능한 제
품. 접이식 다리 채용으로 이동이 편리. 안정성
과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였고 다목적으
로 사용이 가능. 디자인이 자연스러워 어느장소
에서나 잘 어울리는 제품.
노트북 겸용 스탠드
휴대용가방 별도 구매가능.
*플레이트 타입은 상판의 종류에 따라 나눠집
니다.

높낮이조절가능

엘프WA_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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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WA_typeB

LCD COMPUTER STAND
Model.

[특허출원제품]

엘프WB (Plate type-A/B)
Height : 85 ~ 130cm
Weight : 5kg
Plate Size : 41 x 30cm
color : dark gray
Feature : 5.4인치 노트북까지 이용가능한 제
품. 접이식 다리 채용으로 이동이 편리. 안정성
과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였고 다목적으
로 사용이 가능. 디자인이 자연스러워 어느장소
에서나 잘 어울리는 제품. 스톱바퀴 채용시 움
직이지 않으며, 상판의 각도 조절이 용이한 제
품입니다.
노트북 겸용 스탠드
휴대용가방 별도 구매가능.
*플레이트 타입은 상판의 종류에 따라 나눠집
니다.

높낮이조절가능

엘프WB_typeA

엘프WB_typ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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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 A K E R
“잘 만든 스탠드는 편안한 연주를 보장합니다.”
Speaker Stand의 기능 중 제일 먼저 고려할 점
은 스피커를 안전하게 지지해주는 안정성이라
하겠습니다. 당사의 제품들은 어떠한 Speaker
를 올려놓아도 쓰러지지않는 안정성은 기본이
며 이동이 간편하고 무게가 가벼운 1010, 1100
제품과 고급스피커를 올려놓을 수 있는 1200
제품이 있습니다. 그외에 벽에 부착시키는 형
태의 연결스탠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벤트 회사나 공연장에서 그 안정성과
견고함을 인정받은 저희 반도 스피커 스탠드는
기본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 T A N D

본 카다록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과 규격은 실물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품질향상이나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MP-1

Height : 75 ~ 120cm
Weight : 3.2 Kg
Color : black
plate size : 25 x 25cm
Feature : 보급형 5인치, 8인치 모니
터스피커용 스탠드입니다. 다리를 접
을 수 있어 수납이 편리하고, 상판에
는 스파이크가 포함 되어 있어 스피커
사용시 발생하는 버징 또한 최소화시
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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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cm

75~120cm

Model.

25cm

SPEAKER STAND

Height : 75 ~ 120cm
Weight : 3.4 Kg
Color : black
plate size : 25 x 25cm
Feature : 보급형 5인치, 8인치 모니
터스피커용 스탠드입니다. 높낮이 또
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한 제품입니
다. 상판에는 스파이크가 포함 되어
있어 스피커 사용시 발생하는 버징을
최소화시켜줍니다.

25cm

25cm

75~120cm

Model. AM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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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MP-D

Height : 75 ~ 120cm
Weight : 3.2 Kg
Color : black
plate size : 25 x 25cm
Feature : 책상이나 작업용 스탠드에
서 사용이 가능한 모니터 스피커 스탠
드입니다. 상판에 스파이크가 포함되
어있어 스피커사용시 발생하는 버징을
최소화시켜줍니다. 또한 다리를 접을
수 있어 수납시 용이합니다.

25cm

75~120cm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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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STAND

Model.

401
16~30cm

Height : 16 ~ 30cm
Width : 16 ~ 30cm
Length : 25cm
Weight : 0.7Kg
material : steel
Color : black
Feature : 책상, 전자 피아노 위에
마스터 건반, 모니터 스피커를 올려
두는 스탠드 입니다. 가벼우며, 톱니
방식을 체결하여 안정적이며, 견고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16~3
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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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BA-1

Height : 15 ~ 50cm
Weight : 3.5kg
Color : black
Feature : 앰프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제품. 각도 조절이 용이.
앰프스탠드

15~50cm

BA-1

Model.

BRAKET

Height : 40cm
Lenght : 38cm
Features : 벽에 부착시킨후 스피커를
올려 놓음.
벽걸이 스피커 스탠드

40cm

3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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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KET

SPEAKER STAND

[특허출원제품]

Model.

1200A

Height : 90 ~ 155cm
Weight : 4.9kg+2.0kg
Plate Size : 37 X 30cm
Color : black
Feature : 고성능 스피커나 작은 믹서
를 올려 놓을 경우 사용.

상하 각도
조절 가능

뒷판 모습

37cm

78~125cm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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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제품]

Model.

1200S

Height : 78 ~ 125cm
Weight : 4.9kg+2.0kg
Plate Size : 42 X 34cm
Color : black
Feature : 상판의 각도조절 가능. 엘
프, 앰프, 소형스피커, 노트북 등을
올려놓을 수 있음

42cm

90~155cm

3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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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각도
조절 가능

뒷판 모습

SPEAKER STAND
Model.

Bando-mouse
Music desk : 24 x 19cm
Height : 34cm
Weight : 0.52kg
Color : black
Feature : 반도 LP(엘프)에 장착하여
마우스를 올려두는 제품입니다. 반도
마이크스탠드나 반도보면대에도 장착
가능한 제품입니다.
반도스탠드의 제품이 아닐 경우 부착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보드 부분이 회전 가능.

24cm
19cm

34cm

회전 가능

뒷모습

회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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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200AB

Height : 78 ~ 125cm
Weight : 4.9kg+2.0kg
Plate Size : 37 X 30cm
Color : black
Feature : 엘프, 앰프, 소형스피커, 노트
북 등을 올려놓을 수 있음.
*상판 사이즈 선택 가능

[특허출원제품]
의장등록
제0314653호
제0314655호

37cm

78~125cm

30cm

트레이 장착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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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STAND

Model.

1200BP

1200BP

Width : 38cm
Length : 29cm
Weight : 2.0kg
Color : dark gray
Feature : 1200, 1300시리즈모델 하단에
장착 가능한 중간판.

38cm
2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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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S-1

Model.

SS-2

Height : 98 ~ 170cm
Weight : 2.1kg
Color : black
Feature : 기존의 SS1010, SS-1, 1200-1, 1300-1
제품과는 다르게 전체 높이가 낮은 스피커 스탠드
입니다.
전체 높이가 낮아 이동이 용이하고, 알루미늄 재
질로 가벼운 무게의 제품입니다. 전체 무게가 가볍
지만 삼발이 타입으로 기존의 PA 스피커를 사용하
셔도 전혀 문제없는 제품입니다. 모든 스피커에 사
용가능한 제품입니다.

110~180cm

98~170cm

Height : 110 ~ 180cm
Weight : 4.6kg
Color : black
Feature : 소비자를 위한 기획상품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스틸로 제작하여 견
고하고 안정적인 제품입니다.
모든 스피커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조(2개)씩만 판매합니다.

SS-1

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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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STAND
Model.

SS1010

Model.

Height : 110 ~ 180cm
Weight : 2.2kg
Color : black
Feature :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 가운데 손잡이로 높낮이
조절 가능. 알루미늄재질. 이중잠금장치 부착.
*SS-1모델은 1010모델과 기본사양은 같으나 재질이 철로
되어 있음. 고정형으로 사용시 용이.

BS-1100

Height : 105 ~ 200cm
Weight : 1.4kg
Color : black
Feature : 파이프 겉대 지름이 3.2cm, 속
대가 2.5cm로서 치대하중 100kg, 안정하중
50kg.

SS1010

BS-1100

Speaker Holder
Feature : 스피커 스탠드와 스피커를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홀더. 1010,
A형

B형

C형

1200, 1300과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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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andostand.com

LIGHTING S TA N D
“잘 만든 스탠드는 편안한 연주를 보장합니다.”
Speaker Stand의 기능 중 제일 먼저 고려할 점은 스피커를 안전하게 지지해주는 안정성이라 하겠습니다. 당사의 제품들은 어떠
한 Speaker를 올려놓아도 쓰러지지않는 안정성은 기본이며 이동이 간편하고 무게가 가벼운 1010, 1100 제품과 고급스피커를 올
려놓을 수 있는 1200, 1300번 제품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외에 벽에 부착시키는 형태의 연결스탠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벤트 회사나 공연장에서 그 안정성과 견고함을 인정받은 저희 반도 스피커 스탠드는 기본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본 카다록에 수록된 제품의 색상과 규격은 실물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품질향상이나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조명 MightyBright는 클립형 자바라 조명으로 어디든 설치가 용이하고 조명의 위치를 쉽게 고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LED 라이트를 장착함으로서 반 영구적인 수명과 눈의 피로를 최소화 했습니다.

Model.

LED-1

XTRAFLEX

자바라 형식의 보면대용 램프.
자바라 형식이어서 원하는 방향과
각도로 램프를 이용할수 있어 사용
이 유용한 제품(조명이 특히 부드러
움) 또한 기존의 필라민트식의 전구
가 아닌 LED 방식이여서 반영구적
으로 사용 가능함. (100,000여시간
가능), 매일 3시간 90년간 LED 조
명 사용 가능
*AAA (1.5Volt) 배터리 3개 사용

Model.

2개의 LED 전구 사용

XTRAFLEX2

아답터 별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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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2S

휴대용 조명 MightyBright는 클립형 자바
라 조명으로 어디든 설치가 용이하고 조
명의 위치를 손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 라이트를 장착함으로서 반
영구적인 수명과 눈의 피로를 최소화 했
습니다. MightyBright는 독서, 악보 보면
대 등 다양한 곳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LED-2S 모델은 보관에 용이한 파
우치가 포함되며 램프가 2개 장착된 모델
로서 온오프 버튼을 이용해 조명을 2개
혹은 1개를 점등할 수 있습니다.
*AAA x3 배터리, 파우치, 설명서 포함
*LED 전구 2개 장착

LIGHTING STAND
Model.

LED-2
DUET

자바라 형식의 보면대용 램프.
자바라 형식이어서 원하는 방향과
각도로 램프를 이용할수 있어 사용
이 유용한 제품(조명이 특히 부드러
움) 또한 기존의 필라민트식의 전구
가 아닌 LED 방식이여서 반영구적
으로 사용 가능함. (100,000여시간
가능), 매일 3시간 90년간 LED 조
명 사용 가능
*AAA (1.5Volt) 배터리 3개 사용

LED-4
DUET2

Model.

4개의 LED 전구 사용

자바라 형식의 보면대용 램프입니
다. 자바라 형식이어서 원하는 방향
과 각도로 램프를 이용할수 있어 사
용이 유용한 제품입니다. (조명이
특히 부드러움) 특히 기존제품인
LED-2를 보완하여 밝기가 더 밝고
(LED 조명 갯수 "4") 또한 밝조명의
밝기를 조절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필라민트식의 전구가 아닌
LED 방식이여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100,000여시간 가능)
매일 3시간 90년간 LED 조명 사
용가능
*AAA (1.5Volt) 배터리 3개 사용

아답터 별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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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3
TRIPLE

Model.

3개의 LED 전구 사용

휴대용 조명 MightyBright는 클립형
자바라 조명으로 어디든 설치가 용
이하고 조명의 위치를 손쉽게 고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 라이트
를 장착함으로서 반 영구적인 수명
과 눈의 피로를 최소화 했습니다.

아답터 별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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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htyBright는 독서, 악보 보면대
등 다양한 곳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Triple Model은 보관에 용이
한 파우치가 포함되며 램프가 2개
장착된 모델로서 온오프 버튼을 이
용해 조명을 2개 혹은 1개를 점등할
수 있습니다.
*AAAx3 배터리, 파우치, 설명서 포함
*LED전구 3개 장착

LIGHTING STAND
Model.

LED-9

OCHESTRA
MightyBright 오케스트라 라이트
모델은 어두운 공연장과 같은 연주
환경에서 악보 혹은 주변기기를 효
과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한 휴대용
조명입니다.
설치가 용이하고 조명의 위치를 손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바라 조명과 달리 9개의 LED 라
이트를 일렬로 장착함으로서 더욱
더 밝고 넓은 면적을 조명할 수 있
습니다.
원터치 버튼으로 조도를 2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AA사이즈 배터
리 3개 혹은 어댑터로 작동이 가능
한 모델입니다.
*전용 파우치, 배터리 및 어댑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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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E
ENCORE

Model.

MightyBright Encore 라이트 모델은
어두운 공연장과 같은 연주환경에서
악보 혹은 주변 기기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한 휴대용 조명입니다.
설치가 용이하고 조명의 위치를 손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
바라 조명과 달리 6개의 LED라이트
를 일렬로 장착함으로서 더욱 더 밝
고 넓은 면적을 조명할 수 있습니다.
*전용 파우치, 배터리 및 어댑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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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ING STAND

LED-H
HAMMER

Model.

MightyBright Hammer라이트 모델은
어두운 공연장과 같은 연주환경에서
악보 혹은 주변 기기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한 휴대용 조명입니다.
설치가 용이하고 조명의 위치를 손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
바라 조명과 달리 6개의 LED라이트
를 일렬로 장착함으로서 더욱 더 밝
고 넓은 면적을 조명할 수 있습니다.
*전용 파우치, 배터리 포함

위쪽에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LED-9

LED-E
LED-H
아답터 별도 구매

www.bandostand.com |

133

Model.

BD-100A
Height : 16cm
Weight : 0.5kg
Color : black
Feature :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
능한 보면대용 라이트입니다. 반
도스탠드 보면대 뿐만 아니라 다
른제품도 사용가능합니다.

16cm

1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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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ING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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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BL-1500
Height : 105 ~ 200cm
Weight : 1.4kg
Color : black
Feature : 조명등 악세사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조명등 스
탠드.

조명-4

조명-2
조명-1

105~200cm

BL-1500 악세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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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ING STAND
Model.

CupHolder
Size : 8.5 × 7.5cm
Weight : 0.22kg
Color : black
Feature : 반도 보면대스탠드나
크스탠드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니다. 물컵뿐만 아니라 재털이
올려 놓으실 수 있습니다.
반도스탠드의 제품이 아닐경우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마이
있습
등을
부착

Model.

Pop Filter A,B
Pop Fiter B-Type

자바라 길이 : 38cm
원형 필터 크기 : 지름 15.5cm
Feature :필터부분(망부분) 유동
악기 녹음이나 목소리 녹음시 바람소
리, 파열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망의 구성이 2중으로
설계“되어있어 불필요한 소리를 확실
히 줄여줍니다. 녹음시 조금 더 선명
하고 깨끗한 소리를 구현 하실 수 있
습니다.

Pop Fiter A-Type
(필터부분이 꺾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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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usic Tray
Size : 12 × 39cm
Weight : 0.52kg
Color : black
Feature : 보면대나 마이크스탠드에
부착가능한 제품입니다. 컵이나 핸
드폰, 기타 개인 소지품을 올려 놓
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반도스탠드의 제품이 아닐경우 부착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39cm

12.7cm

Model.

다용도물림쇠 Set
Weight : 500g
Color : black
Feature : 보면대, 마이크스탠드 등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스탠
드입니다.
플륫, 첼로, 바이올린 등 EQ 장착이
불가능한 악기에 마이크를 사용할때
좋은 제품입니다.
동일한 가격에 자바라 길이(25cm,
35cm, 43cm, 60cm)를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5cm, 35cm, 43cm,
60cm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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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한 자바라 길이는
60cm 입니다.

BANDO ACCESSARY
JBL

BOSS 101

Features : 작은 스피커나
CCTV부착용

Height : 11cm
Width : 9cm
Features : 작은 스피커나 CCTV부착용

AM-5

BOSS 301

Features : 작은 스피커나
CCTV부착용

Height : 14.5cm
Width : 12.5cm
Lenght : 7.5cm
Features : 한쪽면은 벽에,
다른 한면은 스피커에 연결
해서 사용, 스피커나 CCTV
부착용. 중대형용

Stand Light

BOSS 302

Size : 17 X 5cm
Height : 19cm
Color : black
Power : 220v
Feature : 어두운 연주장
에서 악보를 볼 수 있게
조명을 설치할 수 있음.
탈부착이 용이함.

Height : 21cm
Width : 12.5cm
Lenght : 7.5cm
Features : 한쪽면은 벽에,
다른 한면은 스피커에 연결
해서 사용, 스피커나 CCTV
부착용. 중대형용

Speaker Holder

BOSS 303

Features : 스피커 스탠드와 스피커를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홀더. 1010,
1200, 1300과 호환.

Height : 33.5cm
Width : 12.5cm
Lenght : 7.5cm
Features : 한쪽면은 벽에,
다른 한면은 스피커에 연결
해서 사용, 스피커나 CCTV
부착용. 중대형용

A형

B형

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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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2

BB-1

Height : 50 ~ 59cm
Width : 45cm
Length : 30cm
Weight : 6.8kg
Color : black
Feature : 스프링 장금장치로 인한 자유로운 높낮
이 조절 가능.
피아노, 오르간 및 기타 연주용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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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 black
회전식 지휘자 및 연주용 의자

BANDO ACCESSARY

BB-3

BB-30

75cm

BB-50

Color : black
고정식 연주자 의자

Height : 45cm
Weight : 6.9kg
Matter : 벨벳, 스폰지
Orchestra Chiar

Height : 47 ~ 67cm
Weight : 4kg
Matter : 스폰지 고급 레자(인조가죽)
Feature :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회
전식 의자
원형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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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마이크 고정홀더

Weight : 2.2kg
Radius : 16cm
Color : black
Feature : 고무재질, 별도구매가능.

Feature : 벽, 천장 등에
박으신 후 자바라, 바, T
형의 스탠드가 부착 가능
한 제품입니다.

Microphone
Holder
Feature :
Microphone 유선 Holder

Microphone
Holder
Feature :
Microphone 무선 Holder

마그네틱

자바라

Feature : 반 도 철 판 뮤 직 스 탠 드 에 사 용 하 는
SHEET-MAGNET입니다.자석이 매우 강력하여 A4
용지 15~20장 정도의 낱장 악보를 보면대에 붙일
수 있습니다.

Feature :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

60cm
43cm
35cm
26cm
42cm
35cm

Footrest

피크홀더

Size : 10 ~ 25cm
Height : 12 x 20cm
Weight : 0.6kg
Color : black, silver
Feature : 3단계 높낮이 조절 가능. 컴팩트한 사이즈.

Silver
Black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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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Size : 길이 17cm / 24cm
Feature : 고무로 되어있어서
반도마이크스탠드에 자유롭게
장착가능합니다.

반도스탠드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Music Stand Accecssary
보면대 스탠드 악세사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반도스탠드를 성원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스탠드는 1987년“잘만든 스탠드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보장합니
다.”라는 모토아래「연주자의 체형에 맞는 견고하면서도 수려한 뮤직스탠드」
를 보급하고자, 수입품 일색이며 불모지와 같았던 국내 Music Stand업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후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투자 그리고 설비증설에
혼신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다수의 품질보증과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며, 97년
IMF라는 커다란 시련도 무사히 이겨내고 Music Stand, Microphone Stand,
Keyboard Stand, Spaeker Stand, Instrument Stand 등 약 100여종의 스
탠드 및 관련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제품 시장의 메카라 불리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낙원상가에는 직영
점을, 성동구 성수동에는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당사 홈페이지(bandostand.com)나 지방 여러 곳에 위치한 가까운 대
리점을 통해서 당사의 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7-1, 7-2, 7-9, 7-12 : 708, 709모델
7-3, 7-7, 7-8, 7-10 : 전모델
7-6, 7-11 : 704, 705, 770, 771

7-1

7-2

7-7

7-3

7-8

7-4

7-5

7-9

7-6

7-12

7-11

7-10

Keyboard Stand Accecssary
키보드 스탠드 악세사리
4-6 : 400, 405, 505, 503
4-9 : 400, 405, 505, 503

4-1

4-2

4-3

4-4

4-5

4-6

4-7

반도스탠드를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임직원
일동은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품질과 신속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으며, 스탠드업계에서 한국제일, 세계제일의
회사로 도약하는 저희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 표

강 명 재

4-8

4-9

4-11

4-10

Microphone Stand Accecssary
마이크 스탠드 악세사리
9-9 : 960, 930, TS 바킹
9-10 : 900 바킹
9-11 : 940 바킹
9-13 : 900 고무바킹
9-15 : 전모델 다리고무
7-7, 7-8 : 960
9-1, 9-2 : 900
9-17

9-1

9-2

9-6

9-7

9-12

9-3

9-8

9-4

9-9

9-5

9-10

9-11

9-13
9-14

9-15
9-16

9-17

그외 악세사리
X-8 : 1010

X-1

ISO9001 인증업체
한국시험연구소
마크 획득

X-2

X-3

X-4

X-5

X-6

X-7

X-8

www.bandostand.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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