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이름 : 7 성급 호텔 침대 가구 고급 스러움을 설정합니다.

호텔 프로젝트 : Four Seasons Hotel.

위치 : 프랑스.

호텔 수준 : 5 성급.





호텔 스탠다드 룸 가구 사양 :

유형 수량 크기
호텔 헤드 보드 1 2550 * 75 * 1500.
호텔 베드베이스 1 2550 * 2100 * 220.
호텔 침대 벤치 1 1800 * 500 * 500.

호텔 침대 옆 테이블 2 500 * 450 * 500.
호텔 데스크 테이블 1 1800 * 600 * 750.
호텔 데스크 의자 1 620 * 620 * 1080.
사이드 캐비닛 1 1500 * 400 * 900.
소파 의자 1 800 * 760 * 1020.

TV 스탠드 / TV 벽 1 2000 * 550 * 760.
옷장이있는 미니 바 1 2200 * 600 * 2200.

호텔화물 랙 1 950 * 600 * 550.
전체 길이 거울 1 500 * 1600 * 10.
호텔 입구 문 1 900 * 2000 * 50.
호텔 욕실 도어 1 800 * 2000 * 50.

화장대 1 1100 * 520 * 480.

주재료:

단단한 나무 : 화산재, 고무 나무, 티크, 검은 샌달 우드, 체리, 너도밤 나무, 흰색 오크, 블랙 호두, 포플러, 소나무, 자작 나무 등은 엄격한 건조로 처리되면 실제
나무의 수분 함량이 8 %입니다.



나무 베니어 : (천연 우드 베니어 또는 기술 우드 베니어) 애쉬, 블랙 호두, 오크, 티크 등과 같은 선택 소모품

패널 : 라미네이트 된 보드는 국가 표준 E1 또는 E2 등급에 따라 0.6mm 베니어 두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미네이트, 합판, 래커, MDF 및 HDF.

회화 : "Baichuan"브랜드 페인트, 높은 광택 마감 (닫기 세공) / 매트 마감 (열기 / 닫기).



플러스 재질 : 패브릭 : 폴리 에스테르 섬유, 면화,면 혼합물, chinlon 벨벳, 화재 retardant.leather와 함께 3m 방수 천, PU, PVC, 난연
제가있는 정품 가죽.

철강 : 스프레이 페인팅 또는 전기 도금 공정, 스테인레스 스틸 201 또는 304. 거울 또는 와이어 드로잉 마감. 하드웨어 액세서리 : Hafele / DTC /
Blum 등.

인공 석재 및 천연 대리석 (단단한, 아크릴, 산성 레지스트, 부식 방지, 냉간 저항, 고온 레지스트 및 구조성, 외관 및 색상이 20 년 이상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유리 : 5mm에서 10mm 투명하거나 착색 된 강화 유리, 가장자리 주위를 연마하십시오.

서비스



CAD 디자인 서비스 :

우리의 가구 디자이너들은 당신과 함께 일할 수있는 호텔 인테리어를 개발할 수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디자이너는 SolidWorks CAD 소프트웨어
Packaga아름답고 견고한 실용적인 디자인을 생산합니다.

들측정 및 현장설치서비스



들측정그리고설치
우리의 프로젝트 관리자는 현장을 탐지 할 때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잠재적 인 문제를 미리보고 모든 수단으로 고치기 위해 스스로 측정을 수행하
는 데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우리는 전문 실내 설치 팀을 현장에 배치하고 설치 및 현장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텔에서 완벽한 상황에서 개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 :

5 성급 호텔 / 리조트 / Villa / S.침대 프레임, 헤드 보드, 침대 옆 탁자, TV 벽 패널, 미니 바, 차 테이블, 사이드 캐비닛, 문 등과 같은 ervice 아파트
침실 가구.

호텔 느슨한 가구, 호텔 고정 가구, 공공 장소 가구 (호텔 로비 / 레스토랑 / 바 / 라운지 / 회의실 / 옥스 가구 등), 소파, 레저 의자, 리셉션 데스크, 식탁, 식탁,
나무 벽 패널 등 ..

호텔 프로젝트





왜선택하다우리를

1. 귀하의 디자인과 상세한 요구 사항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하거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일하거나 당신이 가진 비전을 종이에 알게 될 것입니다.

2. 우리는 귀하의 사양 및 예산을 충족시키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계약 확인, 우리는 가구 디자인을위한 모형 조각을 생산하고 대량 생산 승인 전에 검토 세션을 겪을 것입니다.

4. 제조 및 품질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을 통해 우리는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단일 조각의 품질을 보장 할 수 있습니다.

5. 여러 소스에서 제품을 취급하는 번거 로움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스토리지 및 배송의 통합 포인트와 함께 시설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배송합
니다.

6. 우리는 우리 제품의 품질을 믿습니다. 5 년 이상의 보증은 우리가 제조하는 모든 것에 주어집니다.





자주하는 질문:

1. 공장에 쇼룸이 있습니까?

A : 네, 약 3000 평방 쇼방이 우리 공장에 있습니다. 로비 가구, 야외 가구, 레스토랑 가구 및 10 가지 이상의 다른 장식 스타일의 호텔 침실 가구 등과 같은
귀하의 참고를위한 가구의 모든 종류가 있습니다.

2. 호텔 가구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습니까?

A : 네,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아이디어와 일치시키고, 당신이 원하는 장식 스타일과 모든 종류의 스타 호텔 프로젝트 사례를 당신의 아이디어를 참조하고 향
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가구 크기는 당신의 실제 공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호텔.

3. 배달 시간은 얼마입니까?

A : 30 %의 보증금을 청구 한 후 양면은 도면을 확인한 다음 샘플을 생성하고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선적은 30-60 일이 걸릴 것입니다.

4. 최소 주문 수량은 얼마입니까?

A : 레스토랑 의자와 같은 가구 유형을 기반으로하며 호텔 객실의 최소 수량은 10 세트입니다.

5. 어떤 종류의 지불 조건을 제공합니까?

A : 우리는 T / T, L / C, 신탁 조사 등과 같은 모든 지불 조건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zhongsenfurniture.com/kr/Contact-U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