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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Service Provider Group

PORTFOLIO | Display Table (전시테이블) / Showcase (쇼케이스) / Table (테이블)

PORTFOLIO | Table (테이블) / Table Set (테이블세트)

Display Table (전시테이블)

DB-02

DB-01
제품명 1M전시테이블

제품명 1M전시테이블세트

특 징 1000*600*750

1000*600*750
특징
1000*300*250

임대가 \30,000

DB-03

T-07

T-08

T-09

제품명 1.5M전시테이블

제품명 원형테이블

제품명 원형테이블

제품명 원형테이블

특 징 1500*600*750

우드
특징
￠750*750

알루미늄
특징
￠750*750

특징

임대가 \30,000

임대가 \40,000

임대가 \40,000

임대가 \45,000

임대가 \40,000

DB-04

DB-05

DB-06

제품명 1.5M전시테이블세트

제품명 2M전시테이블

제품명 2M전시테이블세트

특 징 2000*600*750

특징

특징

1500*600*750
1500*300*250

임대가 \60,000

임대가 \60,000

2000*600*750
2000*300*250

임대가 \80,000

우드/알루미늄
￠650*750

T-10

T-11

T-12

제품명 원형테이블

제품명 하이테이블

제품명 유압테이블

유리
특징
￠700*750

유리
특징
￠600*1000

특징

임대가 \50,000

임대가 \50,000

임대가 \40,000

T-13

T-14

T-15

제품명 오픈드럼통

제품명 사각테이블(A)

화이트,블랙
￠600*1000

Showcase (쇼케이스)

DS-01

DS-02

DS-03

제품명 쇼케이스1단

제품명 쇼케이스3단

제품명 쇼케이스2M

￠570*850
특 징 랩핑가능
H850*W1800

특 징 900*450*900

특 징 900*450*900

특 징 900*450*2000

임대가 \80,000

임대가 \50,000

임대가 \70,000

임대가 \120,000

DS-04

DS-05

제품명 매대

제품명 컵보드

1200*600*750(A)
특징
1500*600*750(B)

특 징 900*450*750

\30,000(A)
임대가
\40,000(B)

Table (테이블)

임대가 \40,000

제품명 사각테이블(B)
특징

알루미늄
800*800*750

임대가 \40,000

T-16

T-17

T-18

제품명 응접테이블

제품명 원목사각테이블

특 징 1000*600*750

특징

유리
1200*700*750

임대가 \60,000

특 징 1220*710*750
임대가 \70,000

Table Set (테이블 세트)

T-01

T-02

T-03

TS-01

TS-02

TS-03

제품명 절탁자

제품명 절탁자

제품명 절탁자

제품명 멀티의자세트

제품명 유리테이블세트(A)

제품명 유리테이블세트(B)

1800*900*750(A)
특 징 1800*600*750(B)
1800*450*750(C)

1500*900*750(A)
특 징 1500*600*750(B)
1500*450*750(C)

1200*600*750(A)
특징
1200*450*750(B)

특 징 원형테이블1+의자4

특 징 원형테이블1+의자4

특 징 원형테이블1+의자4

임대가 \70,000

임대가 \90,000

임대가 \90,000

임대가 \40,000

임대가 \35,000

T-04

T-05

T-06

TS-04

TS-05

TS-06

제품명 포밍테이블

제품명 듀라테이블

제품명 테이블보

제품명 알루미늄세트

제품명 우드알루미늄세트

제품명 우드파라솔세트

특 징 1800*900*750

1200*600*750(A)
특징
1810*760*750(B)

네이비,블랙
특징
1800*2500

특 징 원형테이블1+의자4

특 징 원형테이블1+의자4

특징

임대가 \90,000

임대가 \100,000

임대가 \40,000

임대가

2

우드
700*700*750

제품명 사각테이블(C)
임대가 \40,000

임대가 \40,000

특징

* 상기 가격은 VAT(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30,000(A)
\40,000(B)

임대가 \30,000

임대가 \10,000

파라솔1+테이블1
+의자4

임대가 \120,000

* 상기 가격은 VAT(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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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Service Provider Group

PORTFOLIO | Chair (의자)

PORTFOLIO | Chair (의자) / Sofa&Table (소파&테이블)

Chair (의자)

CH-01

CH-02

CH-03

CH-19

CH-20

CH-21

제품명 플라스틱의자

제품명 접의자

제품명 멀티의자

제품명 시스카의자

제품명 패브릭의자

제품명 1인스툴

특 징 575*450*820

특 징 450*480*820

특 징 590*630*850

임대가 \10,000

브라운,네이비
특징
710*690*800

특징

임대가 \5,000

화이트,블랙
특징
500*550*800

임대가 \40,000

임대가 \30,000

CH-04

CH-05

CH-06

제품명 땅콩의자

제품명 가죽의자

제품명 알루미늄의자

특 징 510*405*800

특 징 530*460*840

특 징 510*430*700

임대가 \15,000

임대가 \15,000

임대가 \15,000

임대가 \15,000

임대가 \30,000

CH-22

CH-23

제품명 3인스툴
특징

화이트,블랙
400*400*400

화이트,블랙
1600*400*400

임대가 \60,000

제품명 장의자
특 징 1600*470*440
임대가 \60,000

Sofa&Table (소파&테이블)
CH-07

CH-08

CH-09

제품명 우드알루미늄의자

제품명 벤츠의자

제품명 센소의자

특 징 580*435*790

특 징 530*460*820

특 징 450*450*900

임대가 \20,000

임대가 \20,000

임대가 \20,000

SO-01

SO-02

SO-03

제품명 전시소파

제품명 가죽소파

제품명 프라다소파

1700*780*750(A) 2인용
특징
760*780*750(B) 1인용

1900*750*830(A) 3인용
특징
750*750*830(B) 1인용

임대가

\120,000(A)
\60,000(B)

\120,000(A)
\60,000(B)

CH-10

CH-11

CH-12

제품명 하이스툴

제품명 샌드위치하이스툴

제품명 사각하이스툴

SO-04

SO-05

SO-06

화이트,레드,블랙
특징
￠380*700

화이트,블랙
특징
410*380*810

화이트,블랙
특징
360*440*770

제품명 3인용 소파

제품명 엑스포소파

제품명 패널소파

블랙,아이보리
특징
1620*725*770

특 징 630*670*1000

특 징 600*540*800

임대가 \70,000

임대가 \80,000

임대가 \20,000

임대가 \25,000

임대가 \25,000

임대가 \80,000

CH-13

CH-14

CH-15

제품명 쿠션하이스툴

제품명 가죽하이스툴

제품명 항아리의자

특 징 390*390*820

특징

특징

화이트,블랙
490*550*810

임대가 \25,000

임대가 \25,000

SO-07

SO-08

SO-09

제품명 VIP소파

제품명 티테이블(VIP)

제품명 원형협탁(VIP)

특 징 720*750*930

특 징 450*720*500

특 징 ￠820*500

임대가 \25,000

임대가 \120,000

임대가 \60,000

임대가 \80,000

화이트,블랙
￠360*510

CH-16

CH-17

CH-18

SO-10

SO-11

SO-12

제품명 애플의자

제품명 도넛의자

제품명 리빙의자

제품명 유리협탁

제품명 원형협탁

제품명 소파테이블

화이트,블랙
특징
￠520*400

특 징 750*660*790

화이트,레드,그린
특징
640*540*750

특 징 400*400*450

특 징 ￠450*615

특징

임대가 \50,000

임대가 \50,000

임대가 \30,000

4

임대가

특 징 920*890*900
임대가 \100,000

* 상기 가격은 VAT(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임대가 \30,000

임대가 \30,000

유리
1200*600*550

임대가 \60,000

* 상기 가격은 VAT(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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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Service Provider Group

PORTFOLIO |

PORTFOLIO | Office Furniture (사무가구) / Etc. (기타)

Sofa&Table (소파&테이블) / Office Furniture (사무가구)

SO-13

SO-14

DE-16

DE-17

DE-18

제품명 소파테이블

제품명 원목사각테이블

제품명 화이트보드

제품명 파티션

제품명 접이식침대

원목
특 징 1200*600*460(A)
1500*600*490(B)
\60,000(A)
임대가
\100,000(B)

특 징 1200*500*550

1500*900(A)
특징
1800*900(B)

1800/1500*1200(A,B)
특징
1200*1200(C)

임대가 \60,000

임대가

Office Furniture (사무가구)

\40,000(A)
\50,000(B)

DE-20

DE-21

제품명 우드단상

제품명 아크릴단상

제품명 아크릴단상

600*400*1160(1인)
특징
전면 600*200

특징

임대가 \100,000(1일)

임대가 \200,000(1일)

FC-01

FC-02

FC-03

제품명 카다로그스탠드

제품명 잡지거치대

제품명 잡지거치대

특 징 접이형

특 징 480*380*1330

특 징 560*440*1560

임대가 \40,000

임대가 \50,000

임대가 \60,000

FC-04

FC-05

FC-06

제품명 사인스탠드

제품명 ㄱ자형 스탠드

제품명 이젤

특 징 A3(A) A1(B)

특 징 A3

특 징 철제(A) 나무(B)

\35,000(A)
임대가
\70,000(B)

임대가 \25,000

임대가

DE-01

DE-02

DE-03

제품명 사무용책상

제품명 중역책상(간부용)

제품명 중역책상(임원용)

임대가 \50,000

특징

1800*800*720
(서랍장별도)

\40,000(A,B)
\30,000(C)

DE-19

700*450*1140(1인)
특징
전면 700*200

1200*800(A)
특 징 1400*800(B)
1600*800(C)
\30,000(A)
임대가 \40,000(B)
\50,000(C)

임대가

특 징 830*1980*300
임대가 \60,000

1000*500*1160(2인)
전면 1000*200

특 징 1800*800*740
임대가 \180,000

임대가 \80,000
DE-22
제품명 금고

DE-04

DE-05

DE-06

특징

330*400*160(A)
370*465*540(B)

제품명 회의용테이블

제품명 코너테이블

제품명 회의용테이블

임대가

연결형
특징
1600*650*750

연결형
특징
750*750*750

1500*900*720(A)
특징
1800*900*720(B)

\50,000(A)
\200,000(B)

임대가 \150,000

임대가 \100,000

임대가

\60,000(A)
\80,000(B)

Etc. (기타)
DE-07

DE-08

DE-09

제품명 보조책상

제품명 이동서랍장

제품명 사무용의자

특징

U형
1200*600*720

임대가 \30,000

특징
임대가

420*520*660(A)
420*580*660(B)

특징

\20,000(A)
\40,000(B)

임대가
(A)

480*450*530(A)
480*450*720(B)
\30,000(A)
\50,000(B)

(B)

DE-10

DE-11

DE-12

제품명 중역의자

제품명 양문장(중)

제품명 양문장(대)

특 징 620*710*1120

특징

임대가 \70,000

2단 800*400*835(A)
3단 800*400*1200(B)

특징

\50,000(A)
임대가
\70,000(B)

5단
800*400*1890

임대가 \100,000
(A)

(B)

DE-13

DE-14

DE-15

FC-07

FC-08

FC-09

제품명 피존홀

제품명 철제옷장

제품명 락커

제품명 3M이젤스탠드

제품명 행거

제품명 휴지통

특 징 30구
1000*310*1800

800*420*1800(2인)
특징
1칸 395*390*1700

640*1760(A)
특징
635*770(B)

특 징 이동식행거(A) 스탠드(B)

특 징 30L(A) 70L(B)

임대가 \180,000

임대가 \120,000

우드
특 징 900*490*1800(A)
900*420*1800(B)
\150,000(A)
임대가
\250,000(B)

\20,000(A)
임대가
\10,000(B)

임대가

(A)

6

(A)

(B)

\15,000(A)
\20,000(B)

* 상기 가격은 VAT(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B)

임대가
(A)

(B)

\100,000(A)
\50,000(B)

(A)

(B)

(A)

\5,000(A)
\20,000(B)

(B)

* 상기 가격은 VAT(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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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Service Provider Group

PORTFOLIO | Etc. (기타) / Appliances (가전기기)

FC-10

FC-11

FC-12

제품명 배너거치대

제품명 전신거울

제품명 차단봉

특 징 300*420*1500

특징

특징
임대가
(A)

PORTFOLIO | Appliances (가전기기) / O.A (사무기기)

X배너 600*1800(A)
물통배너600*1800(B)

임대가 \20,000

\10,000(A)
\25,000(B)

블루,레드,블랙
벨트형

임대가 \30,000

E-14

E-15

제품명 청소기

제품명 기가폰

제품명 무전기

특 징 350*375*475

특 징 충전식

특 징 충전기,이어폰포함

임대가 \80,000

임대가 \50,000

임대가 \15,000(1일)

(B)
FC-13

FC-14

FC-15

E-16

E-17

E-18

제품명 아크릴추첨함

제품명 방명록

제품명 악세서리

제품명 무선에그

제품명 폴라로이드 카메라

제품명 디지털 캠코더

특 징 200*200*200

특 징 大 유선

임대가 \20,000(1일)

특 징 필름별도

특 징 삼각대포함

임대가 \30,000

임대가 \12,000

명함수거함(A)
특 징 액자걸이(B)
S자걸이 2ea(C)
\12,000(A)
임대가 \5,000(B)
\1,000(C)

임대가 \30,000

임대가 \150,000(1일)

Appliances (가전기기)

O.A (사무기기)

E-01

E-02

E-03

OA-01

OA-02

OA-03

제품명 냉온수기

제품명 보온물통

제품명 커피메이커

제품명 노트북

제품명 MACBOOK PRO

제품명 데스크탑

생수1통포함(A)
특징
생수 18.9L(B)

특 징 40L / 생수1통포함

여과지별도
특징
210*175*240

Intel i7(A)
특징
Intel i5(B)

임대가 \250,000

특징

Intel i7(A)
Intel i5(B)

임대가

\130,000(A)
\100,000(B)

임대가

임대가 \60,000

\45,000(A)
\7,000(B)

임대가 \30,000

임대가

\130,000(A)
\100,000(B)

E-04

E-05

E-06

OA-04

OA-05

OA-06

제품명 에스프레소머신

제품명 선풍기

제품명 온열기

제품명 올인원PC

제품명 테블릿PC

제품명 LCD모니터

원두별도
특징
430*466*686

가정용/14인치(A)
특징
공업용/24인치(B)

특 징 선풍기형

특 징 23”/ Intel i3

특 징 19”(A) / 22”(B)

임대가 \30,000

임대가 \110,000

아이패드(A)
특 징 갤럭시노트(B)

임대가 \200,000

임대가
(A)

(B)

\20,000(A)
\50,000(B)

(거치대별도)

(A)

(B)

임대가

임대가

\150,000(A)
\150,000(B)

\30,000(A)
\50,000(B)

E-07

E-08

E-09

OA-07

OA-08

제품명 하레이히터

제품명 공기청정기

제품명 소형냉장고

제품명 LED 모니터

제품명 LED 모니터

특 징 80L

특 징 24”(A) / 27”(B) / 32”(C)

임대가 \50,000

\80,000(A)
임대가 \100,000(B)
\150,000(C)

특 징 23”(A) / 27”(B)
임대가

E-12

OA-10

OA-11

OA-12

제품명 전자레인지

제품명 허브

제품명 흑백레이저프린터

제품명 흑백레이저프린터

임대가 \50,000

특 징 8포트

특 징 A4/토너별도

특 징 A3/토너별도

임대가 \30,000

임대가 \80,000

임대가 \150,000

특징

30평 / 등유별도
877*305*940

특징

360*293*783(60m²)(A)
360*284*1054(90m²)(B)
\80,000(A)
\120,000(B)

임대가 \200,000(1일)

임대가

E-10

E-11

제품명 중형냉장고

제품명 냉장/냉동쇼케이스

특 징 160L(A) 230L(B)

특징

임대가

8

E-13

\80,000(A)
\100,000(B)

* 상기 가격은 VAT(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냉장/400L(A)
냉동/300L(B)

임대가 \200,000(A,B)

OA-09

TV수신가능

\150,000(A)
\200,000(B)

제품명 유무선공유기
특 징 기가비트지원
임대가 \50,000

* 상기 가격은 VAT(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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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PORTFOLIO |

O.A (사무기기)

O.A (사무기기)

OA-13

OA-14

OA-15

OA-31

OA-32

OA-33

제품명 컬러레이저프린터

제품명 잉크젯프린터

제품명 팩스

제품명 심리스스위처

제품명 KVM스위처

제품명 RGB분배기

특 징 A4/토너별도

특 징 A3/무한리필

특 징 A4/토너별도

특 징 USB

특징

임대가 \250,000

임대가 \150,000

임대가 \100,000

input : RGB,DVI,SDI
특징
output : RGB,DVI
임대가 \300,000(1일)

input : RGB 1
output : RGB 4

임대가 \50,000

OA-16

OA-17

OA-18

OA-34

OA-35

OA-36

제품명 흑백복합기

제품명 흑백복합기

제품명 컬러복합기

제품명 HDMI분배기

제품명 HDMI리피터

제품명 퍼펙트큐

특 징 A4/토너별도

A3/프린터,복사,스캔
특징
25PPM

A3/프린터,복사,스캔
특징
25PPM

input : HDMI 1
특징
output : HDMI 4

특 징 최대150M 지원

특 징 그린포인터(200M)

임대가 \300,000

임대가 \500,000

임대가 \50,000

임대가 \50,000

임대가 \200,000(1일)

OA-19

OA-20

OA-21

OA-37

OA-38

OA-39

제품명 고속복사기

제품명 문서세단기

제품명 LED TV

제품명 스마트포인터

제품명 LED전광판 3mm

제품명 음향장비

특 징 60PPM

소형 / 6매(A)
특징
중형 / 12매(B)

특 징 32”(A) / 40”(B) / 50”(C)

특 징 최대 20M지원

특 징 500*500*95

특 징 1KW앰프,스피커2,마이크

\150,000(A)(1일)
임대가 \200,000(B)(1일)
\250,000(C)(1일)

임대가 \20,000(1일)

임대가 견적문의

임대가 \500,000(1일)

임대가 \120,000

임대가 \800,000

임대가
(A)

(B)

\60,000(A)
\100,000(B)

OA-22

OA-23

OA-24

OA-40

OA-41

OA-42

제품명 LED TV

제품명 UHD TV(4K)

제품명 스탠드(LED/UHD)

제품명 캐리어형엠프

제품명 델리게이션 시스템

제품명 델리게이션 마이크

특 징 55”(A) / 60”(B) / 75”(C)

특 징 55”(A) / 65”(B) / 82”(C)

특 징 무선마이크 1개 포함

특 징 유선(A) 무선(B)

특 징 유선(A) 무선(B)

\300,000(A)(1일)
임대가 \400,000(B)(1일)
\500,000(C)(1일)

\350,000(A)(1일)
임대가 \450,000(B)(1일)
\800,000(C)(1일)

고정형 (A)
사이즈
이동형 (B)

임대가 \150,000(1일)

\300,000(A)(1일)
임대가
\400,000(B)(1일)

임대가

임대가
(A)

\50,000(A)
\100,000(B)

\30,000(A)(1일)
\40,000(B)(1일)

(B)

OA-25

OA-26

OA-27

OA-43

OA-44

OA-45

제품명 삼각거치대

제품명 빔프로젝터

제품명 빔프로젝터

제품명 통역부스 및 시스템

제품명 통역 리시버

제품명 가이드장비

특 징 LED / UHD

4,000Ansi(A)
특 징 5,000Ansi(B)
6,000Ansi(C)

12,000Ansi(A)
특징
16,000Ansi(B)

특 징 FM방식(A) 적외선방식(B)

특 징 FM방식(A) 적외선방식(B)

특 징 송신기(A) 수신기(B)

\700,000(A)(1일)
임대가
\1,300,000(B)(1일)

\2,500(A)(1일)
임대가
\5,000(B)(1일)

임대가 \50,000

임대가

\150,000(A)(1일)
임대가 \200,000(B)(1일)
\250,000(C)(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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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 \100,000(1일)

\600,000(A)(1일)
\1,000,000(B)(1일)

OA-28

OA-29

OA-30

제품명 유압 스크린

제품명 조립식 스크린

제품명 심리스스위처

특 징 80”(A) / 100”(B)

특 징 150”(A) / 200”(B)

특징

\50,000(A)(1일)
임대가
\80,000(B)(1일)

\150,000(A)(1일)
임대가
\200,000(B)(1일)

임대가 \200,000(1일)

* 상기 가격은 VAT(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임대가
(A)

(B)

\150,000(A)(1일)
\15,000(B)(1일)

input:RGB,DVI,HDMI,SDI
output : RGB,DVI

* 상기 가격은 VAT(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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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렌탈전문기업 (주)이렌컴서비스
MICE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BEXCO 제1전시관 1층 비지니스 센터
(Tel 051.740.8119 / Fax 051.740.8282)

종합물류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산단3로 9
(Tel 1588.9164 / Fax 051.722.2223)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EXCO 신관 2층 216호
(Tel 053.601.5220 / Fax 053.601.5221)

대표문의전화
051.740.8119
대표이메일
Lcc2929@naver.com
입금계좌
기업은행 518-011164-04-023
예금주
(주)이렌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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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가격은 VAT(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