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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01 (접이식 의자) 
금액 : \10,000 

SC-02 (PB 의자) 
금액 : \10,000 

SC-03 (클래식 디자인 의자) 
금액 : \15,000 

SC-04 (땅콩 의자) 
금액 : \15,000 (Wh,Bk) 

SC-05 (파워 의자) 
금액 : \20,000 (Wh,Bk) 

SC-06 (알루미늄 의자) 
금액 : \15,000 

SC-07 (시스카 의자) 
금액 : \25,000 

SC-08 (클래식 시스카 의자) 
금액 : \30,000 

SC-09 (에펠 의자) 
금액 : \30,000 

SC-10(A) (에어 빠스툴(A)) 
금액 : \20,000 

SC-10(B) (에어 빠스툴(B)) 
금액 : \20,000 (Wh,Bk) 

SC-11 (사각 스툴) 
금액 : \25,000 (Wh,Bk) 

SC-12 (빠 스툴) 
금액 : \15,000 

SC-13  (마운틴 의자) 
금액 : \30,000 (Rd,Bk) 

SC-14  (큐브 스툴) 
금액 : \20,000 



렌탈 품목 (의자 2) www.sejongenr.com 

SC-15 (KT 의자) 
금액 : \30,000 

SC-16 (파크 의자) 
금액 : \25,000 (Rd,Gr) 

SC-17 (로비 의자) 
금액 : \50,000 

SC-18 (장 의자) 
금액 : \50,000 

SC-19 (플라스틱 의자) 
금액 : \5,000 

SC-20 (VIP 의자) 
금액 : \20,000 

SC-21 (쇼파 1인용) 
금액 : \80,000 

SC-22 (쇼파 2인용) 
금액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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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02 (스탠드 테이블) 
금액 : \30,000 

ST-03 (원형 테이블) 
금액 : \30,000 

ST-04 (알루미늄 테이블) 
금액 : \40,000 

ST-05 (비젼 테이블) 
금액 : \40,000 

ST-06 (글라스 사각테이블) 
금액 : \40,000 

ST-07 (사각 테이블) 
금액 : \30,000 

ST-08 (포밍 사각 테이블) 
금액:  

\20,000(1000*700*H730)        
\30,000(1500*700*H730) 

ST-09 (이벤트 테이블) 
금액: 

\30,000(1500*450*H730)   
\35,000(1800*450*H730) 

ST-10 (듀라 테이블) 
금액: 

\30,000(1500*700*H730)       
\40,000(1800*700*H730) 

ST-11 (티 테이블) 
금액 : \30,000 

ST-12 (티 테이블(유리)) 
금액 : \40,000 

ST-13 (에어 테이블) 
금액 : \50,000 

ST-14 (쇼파 테이블(1인용)) 
금액 : \30,000 

ST-15 (사이드 테이블) 
금액 : \40,000 

ST-16 (디자인 회의 테이블) 
금액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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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17 (카페 테이블) 
금액 :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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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01 (1단진열대) 
금액 : 

\30,000(1000*600*H750)        
\50,000(1500*600*H750)        
\60,000(2000*600*H750) 

SD-02 (2단진열대) 
금액 : 

\40.000(1000*600*H1000)       
\70,000(1500*600*H1000)         
\80,000(2000*600*H1000) 

SD-03 (3단 진열대) 
금액 : \80,000 

SD-04 (올림픽 진열대) 
금액 : \80,000 

SD-05 (진열대) 
금액 : 

\25,000(560*560*H500)       
\30,000(560*560*H750)    
\35,000(560*560*H1000) 

SD-06 (TV 진열대) 
금액 : \50,000 

SD-07 (큐브 진열대) 
Set 금액 : \80,000 

SD-08 (선반) 
개당 금액 : \25,000 

SD-09 (1단 쇼케이스) 
금액 : \50,000 

SD-10 (3단 쇼케이스) 
금액 : \60,000 

SD-11 (쇼케이스) 
<900*450*2000> 

금액 : \120,000 

SD-12 (쇼케이스) 
<500*500*2000> 

금액 : \80,000 

SD-13 (아크릴 반구 진열대) 
<A형:H750, B형:H1000> 

개당 금액 : \80,000 

SD-14 (타공 반구 진열대) 
금액 : \70,000(A형, H750) 
         \80,000(B형, H1000) 

SD-15 (타공 안내대) 
금액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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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6 (서류함) 
금액 : \40,000 

SD-17 (타공 진열대) 
<A형:H750, B형:H1000> 

개당 금액 : \50,000 

SD-18 (타공 유리 진열대) 
<A형:H750, B형:H1000> 

개당 금액 : \50,000 

SD-19 (매대) 
금액 : \40,000 

SD-20 (보관함) 
금액 : \40,000 

SD-21 (보석 진열대) 
금액 : \100,000(W960) 
         \180,000(W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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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01 (고급 카다로그 꽂이) 
금액 : \40,000 

SB-02 (일반 카다로그 꽂이) 
금액 : \20,000 

SB-03 (리플렛 거치대) 
금액 : \30,000 

SB-04 (배너걸이) 
개당 금액 : \20,000 

SB-05 (벨트식 차단봉) 
개당 금액 : \20,000 

SB-07 (미니 차단봉) 
개당 금액 : \15,000 

SB-08 (명함볼) 
금액 : \15,000 

SB-09 (행운함) 
금액 : \30,000 

SB-10 (POP스탠드) 
금액 : \15,000 

SB-06 (고정형 차단봉) 
개당 금액 : \15,000 

<위 사진의 차단봉은 2개 입니다> 

<위 사진의 차단봉은 2개 입니다> 

<배너는 직접 준비 해오셔야 합니다> 

SB-12 (보면대) 
금액 : \40,000 

SB-13 (화이트보드) 
금액 : \50,000 

SB-14 (싱크대) 
금액 : \60,000 

SB-15 (행거) 
금액 : \20,000 

SB-11 (제원판) 
금액 : \20,000 (A4) 
          \50,000 (A3) 

<A4 제원판은 
폼보드 부착하여 

사용> 

<펜, 지우개 별도> <연결은 별도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위 사진의 차단봉은 2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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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16 (옷걸이) 
금액 : \20,000 

SB-17 (철망) 
금액 : \10,000 

SB-18 (이젤) 
금액 : \15,000 

SB-19 (휴지통 30L) 
금액 : \5,000 

SB-20 (사회대) 
금액 : \50,000 

SB-21 (강연대) 
금액 : \100,000 

SB-22 (아크릴 1인 사회대) 
금액 : \150,000 

SB-23 (테이블보) (4 Colors) 
개당 금액 : \10,000 

SB-24 (전신 거울) 
금액 : \20,000 

<진열을 위한 S자 고리는 별도 준비> 

SB-25 (다중 선반) 
금액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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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01 (냉온수기) 
금액 : \50,000 

SE-01(A) (생수) 
금액 : \8,000 

SE-02 (냉장고 80L) 
금액 : \50,000 

SE-03 (냉장고 150L) 
금액 : \80,000 

SE-06 (LCD모니터) 
 금액 : \100,000  (22”) 
          \180,000  (32”) 

SE-08 (데스크탑) 
금액 : \100,000 

SE-09 (흑백 레이저 프린터) 
금액 : \150,000 

SE-10 (컬러 레이저 프린터) 
금액 : \180,000 

SE-11 ( 흑백 복합기) 
금액 : \200,000 

SE-13 (LCD TV) 
금액 : \300,000 (42”) 
        \450,000 (52”) 
        \600,000 (60”) 

SE-14 (PDP TV) 
금액 : \250,000 (42”) 
        \400,000 (52”) 
        \550,000 (60”) 

SE-15 (도우미 앰프) 
금액 : \200,000 

SE-15(A)  (기가폰) 
금액 : \80,000 

SE-16 (빔프로젝터) 
5000ansi 기준 

금액 : \250,000 
 (1일사용금액) 

<생수 1통 포함> <냉온수기 주문시 공급 가능> 

SE-07 (노트북) 
 금액 : \100,000  (기본) 

          \150,000  (고사양) 



www.sejongenr.com 

SE-17 (스크린) 
80”:1800*1400, 
120”:2100*1600 

금액 : \60,000/\80,000 

SE-18 (선풍기) 
금액 : \30,000 

SE-19 (무전기) 
개당 금액 : \25,000 

SE-20 (청소기) 
금액 : \50,000 

SE-21 (보온 물통) 
금액 : \50,000 

SE-22 (메가폰) 
금액 : \10,000 

렌탈 품목 (전자제품 2) 

SE-23 (전자레인지) 
금액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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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01  
(접의자+원형테이블) 

금액 : \60,000 

SS-02(A)  
(PB의자+원형테이블) 

금액 : \70,000 

SS-02(B)  
(PB의자+사각테이블) 

금액 : \70,000 

SS-02(C)  
(PB의자+비젼테이블) 

금액 : \80,000 

SS-02(D)  
(PB의자+사각글라스테이블) 

금액 : \80,000 

SS-03(A)  
(클래식의자+원형테이블) 

금액 : \80,000 

SS-03(B) 
(클래식의자+사각테이블) 

금액 : \80,000 

SS-03(C) 
(클래식의자+비젼테이블) 

금액 : \90,000 

SS-03(D) 
(클래식의자+사각글라스테이블) 

금액 : \90,000 

SS-04(C) 
(땅콩의자+비젼테이블) 

금액 : \90,000 

SS-04(D) 
(땅콩의자+사각글라스테이블) 

금액 : \90,000 

SS-05(A) <BK,IV> 
(파워의자+원형테이블) 

금액 : \100,000 

SS-05(B) <BK,IV> 
(파워의자+사각테이블) 

금액 : \100,000 

SS-04(A) 
(땅콩의자+원형테이블) 

금액 : \80,000 

SS-04(B) 
(땅콩의자+사각테이블) 

금액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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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05(C) <BK,IV> 
(파워의자+비젼테이블) 

금액 : \120,000 

SS-05(D) <BK,IV> 
(파워의자+사각글라스테이블) 

금액 : \120,000 

SS-06(A)  
(알루미늄의자+알루미늄테이블) 

금액 : \90,000 

SS-06(B)  
(알루미늄의자+사각테이블) 

금액 : \70,000 

SS-06(C)  
(알루미늄의자+비젼테이블) 

금액 : \90,000 

SS-06(D)  
(알루미늄의자+사각글라스테이블) 

금액 : \90,000 

SS-07(A) 
(시스카의자+비젼테이블) 

금액 : \100,000 

SS-07(B) 
(시스카의자+사각글라스테이블) 

금액 : \100,000 

SS-08 
(클래식시스카의자+사각글라스테이블) 

금액 : \80,000 

SS-10(A)  
(에어빠스툴+에어테이블) 

금액 : \80,000 

SS-10(B) 
(에어빠스툴+바테이블) 

금액 : \70,000 

SS-11(A) <BK,WH> 
(사각스툴+에어테이블) 

금액 : \90,000 

SS-11(B) <BK,WH> 
(사각스툴+바테이블) 

금액 : \80,000 

SS-09(A) 
(에펠의자+비젼테이블) 

금액 : \120,000 

SS-09(B) 
(에펠의자+사각글라스테이블) 

금액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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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2 
(빠스툴+바테이블) 
금액 : \70,000 

SS-13(A) <BK,RD> 
(마운틴의자+에어테이블) 

금액 : \80,000 

SS-13(B) <BK,RD> 
(마운틴의자+비젼테이블) 

금액 : \80,000 

SS-14  
(파크의자+비젼테이블) 

금액 : \120,000 

SS-15  
(파라솔의자+테이블) 

금액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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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설치 예시 
(TV주문시 거치대 포함, 모니터는 거치대 포함X) 

철망 설치 예시 
(철망 설치를 위한 S자고리 제공, 진열을 위한 S자 고리 별도 준비) 

선반 설치 예시 
(선반 주문 후 원하는 높이와 위치가 기재된 설치 레이아웃 전달) 

B형 
(고정형) 

A형 
(유동형) 



휴대폰 번호

Booth No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REMARKS

> 상기 금액은 전시기간(3일) 기준 임대 금액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고가의 영상장비류(PDP TV, LCD TV, BEAM PROJECTER)는 임대가격이 1일단위로 임대료가 산정됩니다.

> 개막 7일 이전에 임대비가 완납되어야 주문서의 효력이 발생, 현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시 주문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전자세금계산서 발행 E-MAIL 주소기입) FAX 송부바랍니다.
> 대여 물품의 분실 또는 심각한 훼손으로 재사용이 불가할 경우 동일제품의 현물로 배상하셔야 하오니 각별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접수 및 입금처
* 접수(팩스나 이메일) : ㈜세종 이앤알, T. (031) 916-3330(Ref), 995-6460~6463   

   F. (031) 918-8615 , 995-6464    E-mail. ace@sejongenr.com
* 입금처 : 농협, 1218-01-001062, ㈜세종 이앤알 

              상기와 같이 주문합니다.

\                              (부가세 별도)

Tel No / Fax No  /

Name of Exhibition

Exhibition Period 2020. 11. 18 ~ 20 (For 3 days)

          신청일 :  2020.     .     .  서명 :                                          

> 상품이 출고된 이후 취소시 환불은 불가합니다.

가구.비품렌탈 주문신청서

품명 및 Model No.

KOAA〮GTT SHOW (한국자동차산업 및 국제수송기계부품 전시회)

신청자명

e-mail

Applicant

참가업체명

TOTAL AMOUNT

                 ㈜ 세종 이앤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