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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태블릿 피시(Tablet PC) 거치대 아이모션    슬라이드 타입 크레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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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tion SLIDE TYPE CRADLE (STC) is a tablet PC Cradle designed for safe stability 
and easy movement. The function of tablet PC screen rotation is specially considered in 
design of i-Motion STC. The sliding rail of i-Motion STC enables natural, stable and in-
teractive usage of Tablet PC. Recent products do not satisfy users’ needs fully consid-
ering stability and mobility together. However, i-Motion STC pursues a well-balanced 
hamony between careful design and technical support. 

Easy to install.
Free to adjust.

간편한 설치. 편리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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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모션STC는 태블릿 피시를 테이블 위에 안전하게 고정시켜주는 거치대입니다. 태블릿 피시를 360도 회전 및 

앞뒤로 슬라이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모션STC의 하단부에 

슬라이딩 레일을 따라 태블릿 피시를 움직이면, 180도 화면 전환 기능이 작동하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피시 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명 이상이 태블릿 피시를 인터렉티브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이 특허

를 받았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세심한 디자인과 편리한 기술력에 있어서 아쉬움이 항상 있었으나, 아이모션STC

는 디자인과 기술의 균형잡힌 조화를 이루어서 사용자가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아이모션               슬라이드 타입 크레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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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can naturally be familiar with i-Motion STC, and it is possible to guarantee both 
stability and mobility. Furthermore, i-Motion STC have passed the sliding test 300,000 
times, proving special durability as well. i-Motion STC which has the interactive feature 
of sliding function could be used for education centers and advertisement, promo-
tion purposes as well as consultation area of private banking. Besides, the simple and 
modern design of i-Motion STC enhances quality of interior design in any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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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모션STC는 태블릿 피시 홀더인 상단부가 슬라이딩 레일을 따라 앞뒤로 움직일 때에도 하단부가 흔들리거나 

밀리지 않게 하는 기술적 고려 때문에 안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더욱이 아이모션STC는 30만번 이

상의 슬라이드 회전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그 견고함과 내구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인터랙티브한 기능이 그 특징

인 아이모션STC 거치대는 전자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육 현장, 은행과 보험사의 상담 현장, 광고 홍보를 위한 상담 

부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모션STC의 심플하면서 모던한 디자인은 고급 레스토랑과 분위기 있는 커

피숍에서도 공간 디자인의 격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줍니다. 

Any places, For your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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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degree rotation
360도 회전 기능

Free rotation of 360 degrees 
by means of the ball head.
볼헤드 방식으로 360도 자유로운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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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times durability test
30만번 내구성 테스트 통과

i-Motion STC passed sliding test 300,000 times.
30만번 슬라이드 회전 테스트를 통과한 i-Motion STC

02

Easy installation
쉽고 간편한 설치

Stable structure, easy to install on any places.
어느 장소에도 설치 가능한 안정적인 구조

03

Degree 
Revolution

360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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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tion STC passed the durability test 300,000 times
30만번의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모션 슬라이드 타입 크레이들

Attractive Design Stable Shape Durable  Structure Adjustabl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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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degree rotation / 볼헤드 방식으로 360도 자유로운 회전

아이모션    슬라이드 타입 크레이들



BSM   BUMIL SAFE & METALi-Motion STC    Slide Type Cradle10

Modern Design
모던한 디자인

Simple and modern design enhances 
the quality of interior design.
모던한 디자인으로 품격있는 공간 연출

04
8inch

From

12inch
To

9.5 inch8 inch 10 inch 12 inch

11

Good Compatibility
8인치-12인치 태블릿 피씨 호환

From 8inch to 12inch tablet pc sizes are availible.
다양한 크기의 태블릿 피씨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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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ed New Model
특허받은 신개념 거치대

The patented new concept product realizes 
balanced firm and function.
균형잡힌 형태와 기능을 구현한 특허받은 신개념 거치대

06

Adjustable Function Button



Back & Forth Movementn / 앞뒤로 자유로운 슬라이딩이 가능한 움직임

Black Color  i-Motion STC 검정색 타입 White Color  i-Motion STC 하얀색 타입

360-degree rotation / 볼헤드 방식으로 360도 자유로운 회전

i-Motion STC    Slide Type Cradle BSM   BUMILSAFE & METAL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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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i-Motion STC i-Motion STC사용법

●     태블릿 피시를 i-Motion STC에 결합하는 방법 ●     장착한 태블릿 피시를 360도 회전 및 앞뒤로 슬라이딩 하는 방법

1. 2. 태블릿 피시의 아래부분을 거치대 홀더 부분에 맞추어서 자리를 잡으세요.

3. 4. 홀더 뒤 부분에 위치한 조절버튼을 누르고 높이를 조절하여 고정시키세요.

1. 2. Conbine the bottom part of tablet PC with the holder of i-Motion STC. 
3. 4. Adjust the hight of the holder by pushing the button in the back.

15

1. 2. 태블릿 피시를 손으로 잡고 360도 방향으로 자유롭게 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3. 4. 태블릿 피시를 앞 뒤로 슬라이딩 하며 인터렉티브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2. Rotate the holder 360 degrees by holding the tablet PC with your hands. 
3. 4. Slide the tablet PC back and forth and use it in an interactive way.

1 12 2

3 3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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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비에스엠 캐시드로우 (www.bsm.co.kr)
●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한솔교육 R&D센터 2층 205-B호 

● 이메일: bsmkorea@msn.com / bsmkoreacd@gmail.com 
● 전화: 031-948-1708  ● 팩스: 031-948-1709

 BSM CASH DRAWER CO. (www.bsm.co.kr)
● Address: 205-B, 2nd Floor, Hansol Education R&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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