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ore Display Fixture는 매우 인기가있어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에 놀랄 수 있습니다, 상점 정착물을 구입하면 매장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한 눈에 고객을 유치 할 수 있습니다. 매장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면 쉽
게 상점에서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요즘 모든 상인들은 스토어 디스플레이 비품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헝겊 브랜드 가게가 있다면 옷 가게 디스플레이 고정물을 구입할 가치
가 있습니다. 아이템을 체계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상점 디스플레이 조명기를 설치해야하는 이유. 오히려 방문자가 쉽게 참여하기 때문에 간단한 상점 디스플레이를 선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한 줄에 모든 아이템을 유지하고 싶다면 매장 디스플레이 조명기를 많이 만들지 말고. 구매자가 제품을 만지고 느끼게 해줄 것을 확신합
니다.

Los Angles 제공 업체의 주요 매장 디스플레이 장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최고의 시장 가격으로 의류 매장 디스플레이 정착물, 신발 디
스플레이 정착물, 휴대 전화 매장 디스플레이 정착물을 제공합니다. 웹 사이트에서 디자인을 발견하고 매장 요구 사항에 맞는 최상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이 여전히 선반이나 탁자 위에 놓여 있다면 상점 디스플레이 설비를 설치하여 각각의 장소와 외관을 개선하십시오. 신발 디스플레이 고정물은 상당히
일반적이지만 동시에 인기 있고 매력적입니다. 신발 가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신발 가게 디스플레이 고정물을 제작 한 후에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서점을 소유하고 있거나 서점을 관리하고있는 경우 의심 할 여지없이 서점 디스플레이 비품의 용도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점에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싶
다면 독창적이고 고품질의 서점 디스플레이 비품을 설치하면됩니다. 우리의 최고 수준의 매혹적인 디스플레이 고정물을 배치하면 고객에게 매장이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장에 상자 선반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매우 싸구려로 보이고 브랜딩이 줄어 듭니다. 서점 디스플레이 고정물은 시원하고
뛰어난 상점을 만드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당신이 가구 전시 비품보다는 1 개의 선에있는 동일한 것을 지키고 싶은 경우에 중대한 구매는이다. 그들은 입자가 많고 내구성이 강하며 단 하나의 제품
만 표시하도록 제한되지 않습니다.

휴대 전화 매장을 관리하는 경우 휴대 전화 매장 표시 장치를 설치 한 후에 좋은 디스플레이의 영향이 고객의 쇼핑 경험에 미칠 수있는 영향에 놀랄 것입니
다.

마지막 말 :

최고의 매장 디스플레이 비품을 찾고 있다면 여기에서 검색이 끝납니다. 우리는 최고의 시장 가격으로 엄청난 규모의 디스플레이 비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품 설명
상품 유형 빵집 디스플레이 고정물
상품명 빵에 대한 두 가지 측면 베이커리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고정 장치
모델 번호. DT-DF5
크기 2000x600x1600mm 또는 사용자 정의
주재료 금속과 목재
색깔 흰색, 검정, 빨강 등.
MOQ 100PCS
두께 1 ~ 1.5mm 또는 9 ~ 18mm
샘플 시간 7 ~ 12 일
생산 시간 25 ~ 30 일
표면 마감 파우더 코팅 / 페인팅 / 크롬
방법 컷 - 벤드 - 형상 - 광택 - 페인트 포장
배달 조건 EXW, FOB, CIF
지불 조건 T / T : 선적 전 30 % 예금 + 70 % 잔고, PayPal, Western Union 또는 협상 가능

포장
방수를 위해 플라스틱 필름으로 감싸십시오.
안티 드롭을위한 12KG 20MM EPS 폼
K = K 모든 선적을 위해 두 배 층 갈색 카튼 슈트



왜 우리를 선택 했죠

17 년 이상의 노력을 기울인 Detron 디스플레이는 주문 제작 서비스 및 물류 대기 모드의 모든 세트를 갖춘 아크릴 디스플레이의 솔루션 인 POP
업계의 숙련되고 숙련 된 제작자로 성장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문의하기.

https://www.displaystandsupplier.com/contact-u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