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크릴 슈퍼마켓 휴대 전화 디스플레이 스탠드 수조 전화 디스플레이 스탠드 중국
제작   

제품 설명
상품 유형 전화 소지자 
상품명 아크릴 슈퍼마켓 휴대 전화 디스플레이 스탠드 수조 전화 디스플레이 스탠드 중국 제작
모델 번호: DT-AD186
그것을 잘라 220x220x180mm 또는 사용자 정의
주재료 아크릴
색깔 흰색, 검은 색, 빨간색 등
MOQ 100PCS
두께 2 ~ 5 mm
샘플링 시간 7 ~ 12 일
생산 시간 25 ~ 30 일
마감 된 표면 분말 코팅 / 페인팅 / 크롬
방법 컷 - 벤드 - 폴란드 - 페인트 포장
배달의 조건 EXW, FOB, CIF
지불 조건 T / T : 선적 전 30 % 보증금 + 70 % 잔액, PayPal, Western Union 또는 협상 가능

꾸러미
플라스틱 필름으로 방수 처리
안티 드롭을위한 12KG 20MM EPS 폼
K = K 모든 선적을위한 갈색 판지 포장의 이중층

https://www.displaystandsupplier.com/kr/products/Acrylic-Display-Stand.htm


왜 우리를 선택 했죠

Detron Display는 17 년 이상의 노력으로 POP 분야에서 숙련 된 숙련 된 기술자가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서비스 및 물류 대기의 완벽한
세트로 모든 아크릴 디스플레이를위한 솔루션입니다.



회사 소개

Detron 디스플레이 그것은 디자인, 생산,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품의 마케팅을 전문으로 현대적인 공장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또한 상점에있는 그
들의 제품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고객든지에게 전문적인 서비스의 완전한 세트를 제공 할 수있다.

우리 팀

https://www.displaystandsupplier.com/kr/AboutUs.html


고객



우리 공장

https://www.displaystandsupplier.com/kr/factory.html


꾸러미

1. 포장 된 팩 : 카톤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K = K 5 개의 판지, 판지.

2. 내부 포장 : 폴리스티렌, 서류상 카드, 습기 방지 부대.

3. 내충격 패키지는 국제 디핑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우리의 서비스

중산 Detron 디스플레이 제품 유한 회사 그것은 현대 공장 설계, 제조, 판매하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품을 전문으로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작 기능으로 모든 유형의 POP 디스플레이에 맞게 사용자 정의합니다.

금속 & 금속 와이어 제조, 목재 적층 (라미네이트 및 폴리 코팅), 진공 생산, 인쇄 (디지털, 스크린, 리소그래피).

FAQs



Q1. 견적을 언제받을 수 있습니까?

A1. 기본적으로 정식 상장 용지는 요청 접수 후 24 시간 이내에 제공 될 수 있습니다.

2 분기프로젝트에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까?

A2. (1). 견적 (2). 추출 승인 (3). 견본 승인 (4). 생산 (5) .Inspecton (6). 배송 (7). 피드백 (8). 서비스 완료.

3 분기제품의 품질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습니까?

A3. (1). 샘플이 승인을 위해 제공 될 것입니다.

(2). 첫 번째 생산 단위는 승인 된 샘플에 대한 내부 연구 기준에 따라 당사에서 생산합니다.

(삼). 생산 중 모든 절차에서 대기 QC가 가능합니다.

(4). 최종 청소 및 포장 중에 무작위 품질 관리.

4 분기. 돈을내는 방법?

A4. 우리는 PayPal 또는 TT 또는 Western Union으로 지불을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불액을 알려 주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Q5. 배송 방법은 무엇입니까?

A5. Ocean Shipping, Airlift 및 Express (EMS, UPS, DHL, TNT 및 FEDEX)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문하기 전에
선호하는 운송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환영합니다.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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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