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01 데스크탑 E-02 노트북 E-03 흑백 레이저 프린트 (A4)

임대가: 120,000 won 임대가: 120,000 won 임대가: 80,000 won

(토너 추가시 별도 청구)

E-04 사무용 복합기 E-05 중속복사기 E-19 냉온수기/ 보온통

임대가: 120,000 won 임대가: 200,000 won 임대가: 40,000 won

(토너 추가시 별도 청구) (토너 추가시 별도 청구) (생수 1개 포함)

생수 추가 

임대가: 8,000 won

E-07 전자레인지 E-08 팩스 E-09 23" LCD 와이드 모니터

임대가: 60,000 won 임대가: 120,000 won 임대가: 80,000 won

E-10 42",50" PDP E-11 LED E-12 PDP 거치대 (고정형)

임대가: 100,000 won  + 42"          임대가: 120,000 won  + 40"         임대가: 80,000 won

임대가: 150,000 won  + 50"       임대가: 180,000 won  + 47"        W:900 x H:1700

임대가: 250,000 won  + 55"       42",50",60"

(1일 사용기준) (1일 사용기준)

E-13 빔 프로젝터 E-14 삼각스크린 E-15 DVD

임대가: 100,000 won  + 2,500 Ansi"       임대가: 70,000 won  + 120"         임대가: 30,000 won

임대가: 120,000 won  + 4,000 Ansi"       (150" 이상 별도문의)

임대가: 150,000 won  + 5,000 Ansi"     

(1일 사용기준)

E-16 음향기기 세트 E-17 냉장고 E-18 음료냉장쇼케이스

임대가: 300,000 won 임대가: 50,000 won  + 80L          임대가:150,000 won

엠프 + 스피커 2개 + 마이크 임대가: 70,000 won  + 120L         제고별도문의

(대용량 별도문의)

                            전시 가구.비품 렌탈 카다로그
                            (전상품 부가세 별도입니다.)

 주소: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상설전시장 3호

 전화: 055-212-1100

 팩스: 055-212-1110

 Mail: mis1999@daum.net

 Home: www.cecotop.com

※전상품 VAT별도 상품입니다.   전자제품 / 영상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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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1 1M 전시테이블 D-02 1M 2단 전시테이블 D-03 2M 전시테이블

임대가: 30,000 won 임대가: 40,000 won 임대가: 60,000 won

W:1000 × D:500 × H:750 W:1000 x D:500 x H:750 (아랫단) W:2000 × D:500 × H:750

W:1000 x D:250 x H:300 (윗단)

D-04  2M 2단 전시테이블 D-05 1M 라운드 테이블 D-06 인포메이션 테이블 

임대가: 80,000 won 임대가: 50,000 won 임대가: 30,000 won

W:2000 × D:500 × H:750 (아랫단) W:1450 × D:700 × H:1000 w:1000 x D:500 x H:750

W:2000 × D:250 × H:300 (윗단)

D-07 올림픽 진열대 D-08 큐브 D-09 1단/3단 진열장
임대가: 80,000 won 임대가: 30,000 won 임대가: 50,000 won

W:560 x D:560 x H:750 (좌우) W:560 x D:560 x H:750 W:900 × D:450 × H:900

W:560 x D:560 x H:1000 (중)

D-10 아크릴반구 D-11 절탁자 1 D-12 절탁자 2

임대가: 40,000 won 임대가: 30,000 won 임대가: 40,000 won

[A] ￠600 × H:750 [A] W:1200 × D:900 × H:750 [A] W:1500 × D:900 × H:750

[B] ￠600 × H:1000 [B] W:1500 × D:600 × H:750 [B] W:1800 × D:900 × H:750

[C/D] W:1800 × D:600/450 × H:750

D-13 2M 진열장 D-14 매대

임대가: 120,000 won 임대가: 40,000 won

W:900 x D:450 x H: 20000 [A] W:1500 × D:800 × H:750

※전상품 VAT별도 상품입니다.   전시테이블 /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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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1 팔걸이의자 & 원형테이블 1 S-02 팔걸이의자 & 원형테이블 2 S-03 멀티의자 & 원형테이블 1

임대가: 50,000 won 임대가: 70,000 won 임대가: 40,000 won

(팔걸이 의자 2개/ 원형테이블 1개) (팔걸이 의자 4개/ 원형테이블 1개)

 

 

S-04 멀티의자 & 원형테이블 2 S-05 유리테이블 & 땅콩의자 S-06 알루미늄의자 & 알루미늄테이블

임대가: 60,000 won 임대가: 90,000 won 임대가: 90,000 won

(땅콩 의자 4개/ 유리테이블 1개) (알루미늄 의자 4개/ 알루미늄 테이블 1개)

S-07 우드의자 & 유리테이블 S-08 우드의자 & 우드테이블 S-09 파라솔셋트

임대가: 90,000 won 임대가: 90,000 won 임대가: 50,000 won

(우드의자 4개/ 유리테이블 1개) (우드의자 4개/ 우드테이블 1개) (플라스틱의자 4개)

S-10 유압테이블세트

임대가: 60,000 won

(유압테이블1개/하이스툴2개)

※전상품 VAT별도 상품입니다.   테이블셋트

(멀티 의자 2개/ 원형테이블 1개)

(멀티 의자 4개/ 원형테이블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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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품 부가세 별도입니다.)

 주소: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상설전시장 3호

 전화: 055-212-1100

 팩스: 055-212-1110

 Mail: mis1999@daum.net

 Home: www.cecotop.com

T-01 원형테이블 T-02 우드테이블 T-03 유리테이블 

임대가: 30,000 won 임대가: 40,000 won 임대가: 50,000 won

￠900 × H:750 ￠8900 × H:750 ￠:800 x H:750

T-04 바 테이블 (흰색) T-05 알루미늄 테이블 T-06 하이테이블

임대가: 40,000 won 임대가: 40,000 won 임대가: 30,000 won

￠600 × H:750 ￠:800 x H:750 ￠:600 x H:1000

T-07 포디움 (소) T-08 포디움 (대) T-09 사무용책상 (서랍장, 의자별도)

임대가: 30,000 won 임대가: 50,000 won 임대가: 30,000 won (A)1200 x 800 x H:750

w:330 x D:300 x H:1130 W:740 × D:400 × H:1160 임대가: 50,000 won (B)1600 x 800 x H:750

T-10 누드테이블 (유리) T-11 사각테이블 T-12 쇼파테이블

임대가: 40,000 won 임대가: 40,000 won [A] 임대가: 50000 won 유리

￠600 × H:750 W:800 × D:800 × H:750 [B] 임대가: 30000 won 나무

w:1200 x D:600 x H:550

제품의 크기는 외형측정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전상품 VAT별도 상품입니다.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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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품 부가세 별도입니다.)

 주소: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상설전시장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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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 mis1999@daum.net

 Home: www.cecotop.com

C-01 멀티의자 C-02 우드의자 C-03 알루미늄 의자

임대가: 10,000 won 임대가: 15,000 won 임대가: 15,000 won

W:450 × D:480 × H:450 W:510 × D:405 × H:450 W:510 × D:405 × H:450 

C-04 접의자 C-05 땅콩의자 C-06 빠스톨의자

임대가: 8,000 won 임대가: 15,000 won 임대가: 20,000 won

W:450 × D:480 × H:450 w:400 x D:450 x H:470 ￠380 × H:700

파랑, 빨강, 노랑, 은색

C-07 팔걸이의자 C-08 3단장의자 C-09 플라스틱의자

임대가: 15,000 won 임대가: 40,000 won 임대가: 7,000 won

W:530 × D:460 × H:470 W:1600 × D:470 × H:440 w:510 x D:405 x H:450

C-10 항아리의자 C-11 샌드위치하이스툴 C-12 애플의자

Price: 20,000 won Price: 25,000 won 임대가: 25,000 won

￠360 × H:510 410 x 380 x 810 ￠: 520 × H: 400

C-13 곡선의자 C-14 도넛의자 C-15 캡슐의자

임대가: 30,000 won 임대가: 30,000 won 임대가: 25,000 won

710 x 690 x 800 750 x 660 x 790 650 x 540 x 450

C-16 볼의자 C-17 와인의자 C-18 VIP 쇼파

임대가: 30,000 won 임대가: 30,000 won 임대가: 150,000 won

700 x 600 x 460 600 x 600 x 440 720 x 750 x 930

C-19 1인용, 3인용 소파 C-20 전시쇼파 C-21 가죽쇼파

개별 및 세트 별도문의 임대가: 100,000 won 3인용 (1700x 780x750) 임대가: 100,000 won 3인용 (1900x 750x830)

임대가: 50,000 won 1인용 (760x 780x750) 임대가: 50,000 won 1인용 (750x 750x830)

C-22 고급쇼파 (1인용)

임대가: 80,000 won

950 x 850 x 880

※전상품 VAT별도 상품입니다.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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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 mis1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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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 행거 F-02 1자형 행거 F-03 전신거울

임대가: 10,000 won  임대가: 10,000 won  임대가: 20,000 won  

W: 1000 x D:400 x H:1100~1700

높낮이 조절가능

F-04 징 F-05 화이트보드 F-06 카다로그 스탠드

임대가: 30,000 won  임대가: 30,000 won w:1200 x H:900 임대가: 15,000 won 일자형

임대가: 50,000 won w:1800 x H:900 임대가: 40,000 won 접이식

   

 

F-07 추첨함 F-08 4단 명함꽂이 F-09 벨트식 차단봉 

임대가: 30,000 won  임대가: 3,000 won  임대가: 25,000 won 개당가격

W:100 x H:100 W:1000 x H:950  

 

F-10 이젤 F-11 매쉬 F-12 명함함

임대가: 10,000 won  임대가: 10,000 won 임대가: 5,000 won  

W:300  x H:1500 w:1200  x H:900 ￠140  x H:200

F-13 S고리 F-14 액자걸이 F-15 쓰레기통

판매가: 500 won (2개 1세트) 임대가: 3,000 won 임대가: 5,000 won

(판매가)

F-16 제원판넬 (A3) F-17 무전기 F-18 실내용 태극기

임대가: 40,000 won 임대가: 10,000 won 임대가: 30,000 won

A3 × H:950 ~ 1500 (1일 사용기준)

※전상품 VAT별도 상품입니다.   기타비품

▣표기되지 않은 더 많은 전시관련 비품(기자재)는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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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엠아이에스 는

창원컨벤션센터 내 입주한 전문 전시서비스사업자로

전시컨벤션 기획 및 토탈 컨벤션솔루션을 제공하며,

최신 영상음향, 회의장비를 비롯한

다양한 사무, 정보기기와 가구, 비품등을 대여하는 렌탈사업과

컨벤션센터 내 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부터는 창원컨벤션센터 내 모든 전시.회의.컨퍼런스관련

인쇄.복사 등의 출력및 제작서비스를 지원하는

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엠아이에스는 창원컨벤션센터 공식지정협력업체로서

컨벤션센터 내에 입주해 있으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객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최적의 비용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시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엠아이에스- PCO ( 국제회의기획업) 
 한국 MICE협회 회원사 
 한국전시사업자 등록사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회원사 
 kidp산업디자인 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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