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마켓 용 목재 소매 디스플레이 선반

슈퍼마켓은 제품 판매가 제품의 프리젠 테이션에 의존하는 곳입니다. 상점 항목이 체계적으로 배치 된 경우에만 고객을 유치 할 수 있습니다. 목재 소매 디
스플레이 선반은 매장에서 제품 판매 공간을 제공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판매 할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기반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 선반을
표시 상점에서. 온라인 상점에서는 최고의 시장 가격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 선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을 매력적이고 깨끗하게 만들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재 소매 디스플레이 선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기반 제품이 많이 있으므로 고객이
동일한 브랜드 제품을 한 줄에 쉽게 배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스플레이 나무 선반을 유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목재 디스플레이 선반은 고품질의 창
의적이고 독창적입니다.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품질을 떨어 뜨리지 않고 최고의 시장 속도로 디스플레이 선반을 찾고 있다면. 여기에서 검
색을 마치고 웹 사이트에서 디스플레이 선반 컬렉션을 검색하고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디스플레이 선반 컬렉션을 선택하십시오.

일부 매장에는 작은 어두운 목재 디스플레이 선반이 필요한 반면 일부 매장에는 큰 유리 디스플레이 선반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요구 사항이 무엇이든, 저
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제적 인 가격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 선반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재 디스플레이 선반 컬렉션은 매장의 모양과 느낌을
바꾸고 고객이 매장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매력적입니다.

슈퍼마켓 매장 관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점에서 유지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나무 진열대가 첫 번째입니다. 판매는 품목을 상점에 배치하는
방법과 제품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슈퍼마켓 소유주에 따르면, 나무 선반은 유리 선반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많이 적재 할
수 있고 소유자가 한 번에 품목을 체계적으로 배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마켓 상점에 어두운 목재 디스플레이 선반이 필요하지만 약간의 사용자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연락하고 모든 질문을 우리와 공유하십시오. 우리는
귀하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목재 디스플레이 선반을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소매점의 유일한 목적은 고객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을 유치하고 판매를 생성하는 시간입니다 나무 디스플레이 선반 가게에서. 상점은 매력적이고 깨끗해야하며 모든 제품은 일직선이어야합니다.
따라서 어두운 나무 디스플레이 선반을 슈퍼마켓에 배치해야합니다.

매장에서 일부 개조가 필요하지만 실제 모양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경우 독창적이고 표준적인 품질의 목재 선반을 설치하면됩니다. 온라인 상점에서 목재 디
스플레이 선반을 찾으십시오.

https://www.displaystandsupplier.com/kr/products/Supermarket-adjustable-3-tiers-wooden-wine-display-shelves.html
https://www.displaystandsupplier.com/kr/products/Supermarket-adjustable-3-tiers-wooden-wine-display-shelves.html
https://www.displaystandsupplier.com/kr/products/Supermarket-customized-3-tiers-wooden-candy-display-shelves.html
https://www.displaystandsupplier.com/kr/products/Supermarket-OEM-design-4-tiers-wooden-chocolate-display-rack.html


제품 설명
상품 유형 모바일 액세서리 매장 디스플레이 선반
상품명 OEM 디자인 상점을위한 나무로되는 이동할 수있는 부속품 상점 진열대
모델 번호. DT-WF12
크기 1100x600x1800mm 또는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주재료 나무
색깔 화이트, 블랙, 레드 등
MOQ 100PCS
두께 9 ~ 18mm
샘플 시간 7 ~ 12 일
생산 시간 25 ~ 30 일
표면 마무리 파우더 코팅 / 페인팅 / 크롬
방법 컷-벤드-형-폴리쉬-페인팅-포장
배송 조건 EXW, FOB, CIF
지불 조건 T / T : 30 % 예금 + 70 % 선적 전에 균형, 페이팔, 웨스턴 유니온 또는 협상

포장
방수를 위해 플라스틱 필름으로 포장
안티 드롭 용 12KG 20MM EPS 폼
모든 선적을위한 K = K 겹켜 갈색 판지 한 벌











왜 우리를 선택 했죠

17 년 이상 노력해온 Detron 디스플레이는 POP 업계에서 숙련 된 숙련 된 제작자로 성장하여 모든 맞춤형 디스플레이 서비스와 물류 대기 기능
을 갖춘 아크릴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질문이있는 경우, 환영합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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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