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 new Information Technology is applied to POS(Point of Sales) system, tablet PC and 
applications for POS can be used for transaction. The BCR(Brilliant Cash Register) has 
been developed to apply the new changes of POS business system. Comparing with 
legacy POS, BCR means great changes of current POS system. Thus, our product reflects 
the current POS system paradigm. It provides simple appearance, easy installation and 
good price. All the tablet PCs(The iPad, Galaxy tab and so forth) based POS system 
can be easily integrated with BCR. Its unique and modern design will be perfectly fitted 
and matched as the design elements of interior design of various places.

새로운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POS(Point of Sales)시스템에도 태블릿 피시(Tablet PC)와 어플리케이션

들을 이용하도록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위하여 개발된 것이 BCR(Brilliant 

Cash Register) 도킹시스템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POS시스템에 비하여 간결한 외형과 손쉬운 

설치 및 합리적인 가격은 POS시스템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며 저희 BCR은 이러한 새로운 POS패

러다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애플사의 아이패드, 삼성사의 갤럭시 탭과 같은 태블릿 피시를 기반

으로 한 POS시스템은 BCR과의 설치 및 사용이 쉽고 빠릅니다. 또한 BCR의 차별화되고 독특한 디

자인은 다양한 매장의 인테리어 분위기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Brilliant Cash Register / Black / Chrome / Slide Type Cradle / with i-pad & Magtek

Brilliant Cash Register / White / Chrome / Slide Type Cradle / with i-pad & 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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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YLE POS ( point of sales )



WHY B.C.R.? (Brilliant Cash Register) / 브릴리언트 캐시 레지스터의 필요성

• Change of Market : Increasing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owned and operated by inde-

pendent business owners / Low maintenance fee and buying cost / Easy and fast installation. • Change of 

IT Paradigm : From Fixed PC environment to portable Tablet PC or mobile PC environment. • Design needs 

: Tools for transaction to part of interior design. • Advantages : Low maintenance cost / Easy installation / 

Ease of use (Application) / Durability / Mobility / Interior design component

• 시장의 변화 : 중소규모의 자영업자 수 증가 / 저렴한 유지 및 구매비용 / 빠른 설치와 손쉬운 사용  •  IT 패러다임의 변화 : 

고정된 PC환경에서 이동식 테블릿 피시와 모바일 피시 환경  • 디자인 요구 및 편의성 : 결제를 위한 도구에서 인테리어 디자

인 요소로서의 POS시스템에 대한 요구 증가 / 이동할 수 있는 테블릿 피시의 장점을 이용한 결제도구로서의 활용  • 장점 : 

저렴한 유지 비용 / 간편한 설치 / 편리한 사용성 / 뛰어난 내구성 / 이동성 / 인테리어 디자인 효과

B.C.R. Environment / 비.씨.알. 환경

• Hardware : Integrated Cash Drawer System
 (Slide Type Cradle + New Cash Drawer =
 Brilliant Cash Register) & i-pad

• 하드웨어 :   통합 캐시 드로우 시스템

 (슬라이드 타입 크레이들 + 뉴 캐시 드로우 = 

 브릴리언트 캐시 레지스터) & 아이패드

○ Software, Network, Others /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주변장비

Application (For Android, iOS and so forth), Internet connection wired 

or wireless, POS Printer, Card Reader /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용, iOS 

용 등등), 인터넷 연결(유선, 무선), POS 프린터, 신용카드 리더기

BSM & BSMCD (www.bsm.co.kr)
234, Paju–Ri, Paju–Eup, Paju–Si, Kyonggi–Do, 
413 – 860, Korea | E_mail: bumiljr@netsgo.com 
| Tel. 82-31-953-1337, 82-31-952-1997 | 
Fax. 82-31-953-7300

PLANBSM (www.planbsm.com)
137-863, Seolim Building 4F, 1363-10 Seocho-
dong, Seocho-gu, Seoul, Korea | E_mail: 
sohng7@hanmail.net | Tel. 82-70-8658-5169 | 
Fax. 82-2-523-6980 | Mo. 82-10-3428-5169  

비에스엠 & BSMCD (www.bsm.co.kr)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234번지 (우)413-860 
이메일: bumiljr@netsgo.com | 전화: 82-31-953-
1337, 82-31-952-1997 | 팩스: 82-31-953-7300

플랜비에스엠 (www.planbsm.com)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0-10 서림빌딩 4층 403호 
이메일: sohng7@hanmail.net | 전화: 070-8658-
5169 | 팩스: 02-523-6980 | 모바일: 010-3428-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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