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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대

 해밀턴 보면대 중 아래 모여있는 제품들은 가장 튼튼
한 제품들입니다.
해밀턴의 스틸 보면대는 통판의 강철제품으로 되어 있
어 내구성이 강합니다.
검정색 도색, 스크래치 방지, 링클 마무리되어 있어 높
은 퀼리티를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하셔도 튼튼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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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milton 소개 /목차
3~4  보면대 (Music Stands)
5  관악기 스탠드 (Wind Instrument Stands)
6  기타 스탠드 (Guitar Stands)
7        키보드 스탠드 (Keyboard Stands)
8~9  마이크 스탠드 (Microphone Stands)
10  악세사리 (Phone, Tablet Holder etc...)

Hamilton

 해밀턴 스탠드는 1883년에 설립하여 약 130년이란 세월 동안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
술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고 있습니다.
해밀턴 스탠드는 클래식 및 기타, 관악기 스탠드를 개발 생산하여, 전 세계 뮤지션들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스탠드를 생산하기 위해 혁신적인 설계 및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에스트로 지휘자 보면대
The Maestro Stand

135,000 원

KB300a

● 재질
● 사이즈

● 특징 

Metal

데스크 넓이 78 x 37cm

높이조절 78~124cm

지휘자용 보면대

높이와 각도 조절가능

크롬도금으로 강한 내구성

연주용 보면대
Single Shelf Desk

45,000 원

KB95E1

● 재질
● 사이즈

● 특징  

Metal

데스크 넓이  49.5 x 34cm

높이조절  100 ~157cm

나사 없이 자동 클러치로 높이조절

편리한 플레이트 각도 조절

평생 사용해도 튼튼한 제품

연주용 보면대
Double Shelf Desk

55,000 원

KB95ES1

● 재질
● 사이즈

● 특징  

Metal

데스크 넓이  49.5 x 43cm

높이조절 100 ~157cm

수납가능한 2단선반

나사 없이 자동 클러치로 높이조절

편리한 플레이트 각도 조절

평생 사용해도 튼튼한 제품

Hamilton

Hamilt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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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
● 사이즈

● 특징 

Steel Desk

데스크 넓이 60 x 29cm

높이조절 80~138cm

3단 구조 스탠드

휴대용으로 이동편리

보면대가방 포함 

3단 접이식
휴대용 보면대 검정색

 13,000 원

KB301F

● 재질
● 사이즈

● 특징 

Steel Desk

데스크 넓이 60 x 29cm

높이조절 80~138cm

3단 구조 스탠드

휴대용으로 이동편리

보면대가방 포함 
니켈도금

3단 접이식
휴대용 보면대 은색

 18,000 원

KB301F-nK

● 재질
● 사이즈

● 특징 
 

Steel Desk

데스크 넓이 43 x 28cm

높이조절 100~130cm

2단 구조 스탠드

다리접이식

싱글 2단 다리 접이식
Single Shelf Desk

 22,000 원

KB36c

● 재질
● 사이즈

● 특징 

Steel Desk

데스크 넓이 49.5 x 32cm

높이조절 100~157cm

데스크는 쉽게 분리

휴대용으로 이동편리

다리 접이식
Single Shelf Desk

 38,000 원

KB901c

보면대 보관(이동)카트 (24개 수납)

550,000 원

KB100

● 재질
● 사이즈
● 특징 

알류미늄

높이  155cm

가볍고 두꺼우면서 튼튼한  알류미늄소재

다른 브랜드 스탠드도 수납가능

이동용 바퀴

보면대
 가치를 위해 설계된 클래식 900 시리즈 관악기스탠드

는 컴팩트한 디자인, 강철의 내구성 뛰어난 패딩을 특

징으로 합니다. 검은색 파우더 코팅으로 마감 처리된 

제품입니다.
관악기
스탠드

알토& 테너 색소폰 스탠드

16,000 원

KB960

● 특징 플룻 / 클라리넷  같이 거취가능 

이동과 보관에 용이

발포패딩장착

쉬운 세팅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사이즈

더블 앨토＆테너 색소폰 스탠드

35,000 원

KB962

● 특징 2개의 알토/테너 색소폰 보관

2개의 플룻/클라리넷 보관

이동과 보관에 용이

앨토/테너겸용 색소폰 스탠드

13,000 원

KB961W

● 특징 발포패딩장착

쉬운 세팅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사이즈

트럼펫 스탠드
18,000 원

KB950

● 재질
● 사이즈
● 특징

Metal
높이 42cm / 받침대 30cm
컴팩트한 사이즈로 접힘

높이 조절 가능한 스프링 페그

트럼본 스탠드 System X
25,000 원

KB952

● 재질
● 사이즈
● 특징 

Metal

높이조절 52 ~ 109cm

컴팩트한 사이즈로 접힘

높이 조절 가능한 스프링 페그

플루트& 클라리넷 스탠드
12,000 원

KB956W

● 재질
● 사이즈
● 특징 

Metal

높이 8.5cm / 밑바닥지름 15.2cm

쿠션감있는 고무 새틴 파우더 마감

안정감있는 받침대

New

 2,3단 접이식구조의 보면대 제품들은 쉽게 분리되어

서 휴대와 이동이 편한 보면대입니다.

보관이동카트는 다른브랜드 제품들도 수납가능합니다.



 해밀턴의 기타 스탠드는 수십년간의 디자인의 혁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제품들 입니다. 세계 최초의 걸

이식 기타 스탠드 KB38를 시작으로 휴대용 new3 ~5

까지, 우리는 당신의 소중한 기타에 적절한 지원을 제

공합니다. 

기타
스탠드

키보드
스탠드

 우리 회사의 다양한 키보드 스탠드와 의자는 모든 가

정, 무대 또는 스튜디오 응용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고품질의 쿠션과 미끄럼방지기능이 있

는 내구성 있는 강철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제품를 보

장합니다.

높이가 낮은 미니 키보드 
스탠드 쌍열스탠드 (톱니형)

17,000 원

KBM3K

● 사이즈

● 특징 
 

높이조절  57~75.5cm

너비조절 26~67.5cm

받침대길이 약 23cm

좌식 키보드 스탠드

어린이 사용가능

미끄럼방지 고무 장착

싱글 키보드 스탠드
쌍열스탠드 (톱니형)

22,000 원

KB400K

● 사이즈

● 특징 
 

높이조절  66 ~ 99cm

너비조절  25 ~ 86cm

높이,너비 조절가능

미끄럼방지 고무 장착

볼트 결합 구조, 렌치 포함

더블 키보드스탠드
쌍열스탠드 (톱니형)

35,000 원

KB420K

● 사이즈

● 특징 

높이조절  66 ~ 99cm

너비조절  34 ~ 87cm

X자 2열 키보드 스탠드

높이,너비 조절가능

미끄럼방지 고무 장착

볼트 결합 구조, 렌치 포함

오토락 기타 스탠드 (Auto Lock)

40,000 원

KB3800G

● 특징 넥부분은 오토락 시스템

다양한 넥 폭 조절 가능

일렉트릭 기타, 만돌린 및 밴조, 클

래식 기타, 5현 베이스 등 사용가능

기타 스탠드
(어쿠스틱, 일렉트릭  겸용)

17,000 원

KB5000G

● 특징 휴대가 간편

A형 프레임

어쿠스틱,일렉트릭 겸용

스탠드형 기타 스탠드
10,000 원

KB303G

● 특징 안전 스트랩

고정요크

27~31인치 까지 높이 조절 가능

기타 스탠드 Easy Storage
15,000 원

KB3500G

● 특징 뛰어난 휴대용 접이식 받침대

발포 패딩마감

어쿠스틱, 일렉트릭, 베이스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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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스탠드 System X 
98,000 원

KB7700K

● 사이즈
● 특징 
 

높이조절 60~94cm

간편한 이동성 

빠르고 쉬운 높이 조절

세밀한 높이조절

키보드 의자
33,000 원

KB500K

● 특징 접이식 의자

쿠션감이 있는 좌석

높이 조절이 가능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

 떠오르는 스타에서부터 노련한 프로에 이르기까지 원

하는 방식으로 마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산업 표준

의 마이크 스탠드는 강철구조와  단단한 파우더 코팅 

마감재를 특징으로 하며, 견고한 클러치와 피팅을 갖추

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스타에서부터 노련한 프로에 이르기까지 원

하는 방식으로 마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산업 표준

의 마이크 스탠드는 강철구조와  단단한 파우더 코팅 

마감재를 특징으로 하며, 견고한 클러치와 피팅을 갖추

고 있습니다.

일자 마이크 스탠드 Tripod 
Base (마이크홀더 불포함)

17,000 원

KB210M

● 특징 삼발이 구조로 무게 중심이 안정

알루미늄 합금 허브

내구성있는 파우더 코딩 마감

● 사이즈
● 특징

높이조절 85cm~153cm

프로패셔널한 퀼리티

안정감있는 라운드베이스

Table Top 마이크 스탠드
높이조절 (마이크홀더 불포함)

26,000 원

KB111M

● 재질
● 사이즈
● 특징  

Steel
높이조절 22.8~35.5cm
간편한 각도조절
견고한 조임나사로 흔들림이 없음

Round Base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홀더 불포함)

27,000 원

KB236M New
New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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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 마이크 스탠드 높이조절
(마이크홀더 불포함)

30,000 원

KB220M

● 사이즈
● 특징  

높이조절 99~169 cm

삼각대 붐 마이크 스탠드

각도조절이 간편함
견고한 조임나사로 흔들림이 없음
내구성있는 파우더 코딩 마감

New

낮은 마이크스탠드 (테이블 위에 사
용하는 Nu-Era Tabletop)

14,000 원

KB810M

● 특징 무게 238g 초 경량의 휴대성

이동가방과 마이크클립포함

테이플 위에서 최상의 제품

낮은 마이크스탠드 (어답터, 클립 & 
가방포함, 마이크홀더 불포함)

14,000 원

KB815M

● 특징 이동가방,아답터, 클립 포함

무거운 마이크들도 안정적으로 장착

E-Trigger 일자 마이크스탠드 
(마이크홀더 불포함)

44,000 원

KB240M

● 특징 푸쉬형 원터치방식의 쉬운 높이조절

인체 공학적 그립

슬림한 디자인



스마트폰 홀더 검정
17,000 원

KB125E-BK

기타 발받침대 (풋스톨)
어쿠스틱/일렉트로닉 사용

9,000 원

KB300G

● 재질
● 특징

고무, 스틸

미끄럼방지 고무 쿠션 

자신의 발 높이에 맞게  높이 조절 

태블릿(Tablet) 
홀더

27,000 원

KB130E

● 사이즈
● 구성품

● 특징  

11(W) x 19.4(H)cm

본체, 튜브클램프, 회전구 어댑터 및 킥

스탠드 쿠션, 보관파우치

일자스탠드, 마이크 스탠드에 마운트

다양한 크기의 태블릿 PC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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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 악세사리들은 튼튼하게 제작 되었습니다.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마이크 홀더와 행거들 입니다.

 스탠드 악세사리들은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유니크하고 쿨한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를 소유하고

있는 고객님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음악가들이 손가락끝으로  정확히 음악 "앱" 에 사용할

때 필수적입니다.

악세사리 악세사리

스마트폰 홀더 빨강
17,000 원

KB125E-RED

● 재질
● 사이즈
● 특징  

플라스틱, 고무

5.8(W) x 11.5(H)cm

가로 세로방향으로 회전

다양한 크기의 스마트폰을 사용 가능

튜브 클램프는 각종 스탠드에 마운트

어쿠스틱 기타 행거
6,600 원

KB922

● 특징 회전 요크로 22.8cm 길이의 긴암

어쿠스틱, 일렉트릭 겸용

푹신한 발포패딩 소재

전기기타 행거
6,600 원

KB926G

● 특징 회전 요크로 11.4cm 길이의 암

튼튼한 고정판

푹신한 발포패딩 소재

마이크 홀더 Mic. Clamp
(5/8인치 X 27 Brass)

3,000 원

KBc6M

● 재질
● 사이즈
● 특징 

Metal

길이 : 12.7cm

단단한 클립으로 안정감있게 받쳐줌

슬라이드형 마이크 홀더
(5/8인치 X 27 Brass)

3,000 원

KBc9M

● 재질
● 사이즈
● 특징  

Metal

길이 12.7cm

대부분의 마이크스탠드에 적합

앰프 & 스피커 스탠드
(길이조정 가능) 

18,000 원

KB60

● 특징 18~32인치의 오픈 또는 폐쇄형 백

캐비닛에서 사용가능

캐비닛 크기에 맞게 길이 각도조절

우쿨렐레 & 바이올린
접이식 스탠드

14,000 원

KB34c

● 특징 접이식으로 컴팩트한 사이즈

우쿨렐레, 바이올린 겸용

스마트폰 홀더 초록
17,000 원

KB125E-GREEn



서초점             Tel   02  598   7263    Fax  02  598   7253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6 동광빌딩 5층
종로점             Tel   02  743   7263    Fax  02  743    726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상가 3층 360호(낙원동)
광주물류창고   Tel  031    769   7267    Fax 031  769   7254    경기도 광주시 도척로 492-7

www.spmi.co.kr

Mail To : spmi98@nate.com

facebook.com/SeoulPercussion http://blog.naver.com/perc4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