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unter Counter 스탠드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 프리젠 테이션은 스트레스를 받아 수행합니다. 관객을 타겟으로하기 위해서는 카운터 디스플레이 스탠드를 사용해야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스탠드
는 전시, 전시회, 사무실 카운터 및 컨퍼런스에서 귀사 제품을 선보이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상점 카운터 디스플레이 스탠드는 관중을 끌 수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스탠드를 구입해야합니다. 최고의 카운터 디스플레이 스탠드
중 하나로서, 우리는 당신의 기대를 뛰어 넘는 광범위한 디스플레이 스탠드 모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 수준의 품질로 제작되고 특별한 디자인으로 제작
된 디스플레이 제품을 제공합니다.

항상 눈에 띄는 디자인과 그래픽은 방문자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습니다. 카운터를 구입할 때마다 언제나 매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십시오.

이벤트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는 데있어 디스플레이 스탠드가 도움이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카운터 디스플레이 스탠드는 고객에게 많
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쉽게 제품을 전시 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디스플레이 스탠드의 일부 기능 :

1. 비용 효율적이어야합니다.

2. 다양한 옵션이 있어야합니다.

3. 휴대용이어야합니다.

4. 접을 수 있어야합니다.

5. 다양한 형태와 크기가 있어야합니다.

무역 박람회 나 행사에서 제품과 서비스 광고에 관해서는 카운터 스탠드가 일반 스탠드보다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그래픽이 매혹적이라는 것입니다. 카운터
에서 제품을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점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수의 상품을 소장하고 있다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카운터 디스플레이 스탠드를 구입해야
합니다. 카운터 디스플레이 스탠드를 통해 고객은 컬렉션을 탐색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튼튼하고 매력적이며 우아한 디자인으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최소한의 설치 공
간으로 물건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애니메이션 디스플레이 스탠드는 매력적이고 시선을 사로 잡는 풀 컬러 이미지와 고품질 기반입니다. 우리는 품질,
저렴한 소매 카운터 디스플레이 스탠드를 제공하는 전문

종종 가장 매력적인 카운터 디자인이 가장 많이 고려되었습니다.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계시 며 체계적으로 표시하고 싶다면 카운터 스탠드를 구입하십시오. 여러 지역



에 걸쳐 브랜드를 홍보하는 경우 이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우리는 귀하의 모든 특정한 요구에 맞게 카운터 디스플레이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련의
카운터 디스플레이는 효율적인 룩앤필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공간 인 사무실과 광범위한 거래를 제공합니다. 

상품 설명
상품 유형 아크릴 귀걸이 카운터 스탠드
상품명 플라스틱 후크와 함께 도매 분명 블랙 아크릴 귀걸이 카운터 디스플레이 스탠드
모델 번호. DT-COU6
크기 160x60x180mm 또는 사용자 정의
주재료 아크릴
색깔 흰색, 검정, 빨강 등.
MOQ 100PCS
두께 2 ~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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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