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구성이 사용자 정의 바닥재 식료품 pegboard 금속 스탠드

상품 설명
상품 유형 금속 스탠드
상품명 내구성이 사용자 정의 바닥재 식료품 pegboard 금속 스탠드
모델 번호. DT-MF5
크기 450x320x1600mm 또는 사용자 정의
주재료 금속
색깔 화이트, 블랙, 레드 등.
MOQ 100PCS
두께 1 ~ 1.5mm
샘플 시간 7 ~ 12 일
생산 시간 25 ~ 30 일
표면 마감 파우더 코팅 / 페인팅 / 크롬
방법 컷 - 벤드 - 형상 - 광택 - 페인트 포장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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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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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소개

Detron 디스플레이 현대적인 공장 디자인, 제조, 디스플레이 제품의 다양한 거래를 전문으로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또한 어떤 종류의 클라이언트
든지에 직업적인 서비스의 충분한 세트를 상점에있는 그들의 제품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제공 할 수있다.

우리 팀



고객



우리 공장



꾸러미

1. 최종 포장 : 케이 = 케이 5 층 카톤, 하드 카드는 종이 팩의 안전을 향상시킵니다.

2.Inner 팩 : 스티로폼, 종이 카드, 습기 방지 가방.

3. 패키지 안티 충격, 국제 diop 테스트를 통과시켰다.



우리의 서비스

중산 Detron 디스플레이 제품 유한 공사 현대 공장은 디자인, 제조, 디스플레이 제품의 다양한 판매 전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산 능력과 POP 디스플레이의 모든 종류의 만든 사용자 정의 :

금속 & 목재 제조 (적층 및 폴리 코팅) 아크릴 제조, 진공 성형, 인쇄 (디지털, 스크린, 리소) 등을 포함한다.

FAQs



Q1. 언제 견적을 얻을 수 있습니까?

A1. 기본적으로 정식 견적서는 귀하가 문의하신 후 24 시간 이내에 제공 될 수 있습니다.

2 분기프로젝트에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까?

A2(1). 견적 (2). 도면 승인 (3). 샘플 승인 (4). 생산 (5) .Inspecton (6). 배송 (7). 피드백

3 분기어떻게 제품의 품질을 보장 할 수 있습니까?

A3(1) 견본은 승인을 위해 귀하에게 제공 될 것입니다.

(2). 생산 첫 번째 단위는 승인 된 샘플에 대한 자체 연구 기반을 위해 우리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3). 우리의 생산 과정에서 각 절차에 집에 QC 대기 대기.

(4). 최종 청소 및 포장 도중 무작위 QC.

4 분기돈을내는 방법?

A4우리는 페이팔 또는 TT 또는 웨스턴 유니온으로 지불을 수락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불액을 알려 주시면 세부 정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Q5선적 방법이 뭐야?

A5그것은 바다 선박, 공수 및 급행 (EMS, UPS, DHL, TNT 및 FEDEX) 일 수있다. 그래서 순서를두기 전에 당신이 선호 한 선적 방법을 확인하
기 위하여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