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적인 호텔 라운드 로비 소파 TRINITY 제조

재료:
단단한 목재 : 만주 화산재, 고무 목재, 티크, 블랙 샌달 우드, 체리, 너도밤 나무, 화이트 오크, 검은 호두 나무, 포플러, 소나무, 자작 나무 등. 엄격한 건조 처리, 실제 woodis의



수분 함량 8 %

플러스 소재 : 원단 : 폴리 에스테르 섬유,면,면 혼방, chinlon 벨벳, 3M 방수 천, 난연성 및 난연성. 가죽 : PU, PVC, 난연성 및 난연성 가죽.

금속 : 철 : 스프레이 페인팅 또는 전기 도금 프로세스, 스테인리스 스틸 201 또는 304. 거울 또는 와이어 드로잉

돌:인조석 및 내추럴 마블 (경질, 아크릴, 내산성, 내식성, 내한성, 내열성 및 내구성, 외관 및 색상을 20 년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소재는 우리가 생산에서 채택한 유
일한 제품으로 절묘한 마무리 제품의 안전하고 긴 여행을 위해 극도의 표준 수출 포장으로 완성됩니다.)

유리: 5mm ~ 10mm 투명 또는 착색 강화 유리로 가장자리를 연마하며 유리 상단을지지하는 작은 투명 디스크로 완성됩니다.

페인트 등: 중국 famo의 반 닫히는 페인트, openpaint 및 광택 페인트를 사용하십시오우리 브랜드 Dabao.

약 삼위 일체

1. ZhongSen (TRINITY) 설립 이래 지금까지 2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문가 제조업체 를 위해 스타 호텔 가구, 호텔 로비 가구, 빌라 가구, 아
파트 가구 과 식당 가구.사전 계획, 스타일 포지셔닝, 생산 설계, 프로젝트 구현 및 애프터 서비스가 모두 결합되어 고객을위한 모든 가구 지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수년간의 강수량 후, ZhongSen (TRINITY)은 대규모 관습으로 발전했습니다. 호텔 공학 가구 그룹, 30000 평방 미터의 공장 및 200 명
이상의 직원. 전체에서 세부 사항까지 제품 시스템 호텔 로비, 레스토랑, 카페, 라운지회의장, 야외, 침실, 거실, 욕실, 문, 전체를 덮고 호텔 가구 포장. 절묘한 기
술, 고급 생산 설비, 스타 호텔 모음곡 가구 1000 세트 이상의 생산 능력.



생산 선:
  모든 제품에 대한 절차는 엄격하게 처리되고 검사를 통과해야하며 매 순간 세부 사항이 고객의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포장：

1. PE 폼으로 첫 번째 레이어를 덮고 필요한 모서리에 골판지 프로텍터를 놓습니다. PE 폼 또는 스펀지로 포장 된 목재 가구 또는 하드
웨어 피팅, 외부 포장용 실링 테이프가있는 봉제 또는 caton 상자가있는 직조 백 마감.

 



2.Glass 상단 및 대리석 상단 사용 확장 폴리스티렌 첫 단계 포장, 판지 상자에 넣은 다음 나무 프레임을 사용하여 보호가 잘됩니다.

원 스톱 서비스

1. 당신의 디자인과 상세한 요구 사항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그들에게 노력하거나 당신이 염두에두고 비전을 종이에 가져올 것입니다.

2. 돌, 유리 또는 수지, 우리는 최고의 가격 당신의 사양 일치하는 재료.

3. 우리는 귀하의 가구 디자인을위한 모형을 생산하고 대량 생산을 승인하기 전에 검토 세션을 거칩니다.

4. 우리의 제어 제조 및 품질, 우리는 품질 보장 모든 단일 조각 나오는 우리의 공장.

5. 여러 소스에서 제품을 처리하는 번거 로움을 저장하기 위해 스토리지 및 운송의 통합 지점으로 시설을 제공하며 세계 어디서나 배송합니다.



6. 우리의 직업은 배달 및 설치 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모든 것이 만족 스러운지.

7. 우리는 우리의 제품, 1 년 보증 우리가 제조 모든.

8. 모든 고객과의 신뢰와 오래 지속되는 관계 구축을 기대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가구 장식 계획으로 호텔을 꾸밀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이 원하는 장식 스타일, 모든 종류의 스타 호텔 엔지니어링 케이스 당신의 아이디어 참조. 모든 가구 크기 실제 공간 호텔.

2. 공장에 쇼룸이 있습니까?

  예, 약 3000 평방 쇼룸이 우리 공장에 있습니다. 로비 가구, 실외 가구, 식당 가구 및 호텔 침실 가구 등 10 가지 이상의 장식 스타일과 같은 모든 종류의
가구가 있습니다.

3. 최소 주문 수량은 무엇입니까?

  레스토랑 의자와 같은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최소 50 주문, 호텔 객실의 최소 가구 수량은 10 세트입니다.

4. 배달 시간?

  30 %의 보증금을 청구 한 후, 양측은 도면을 확인한 다음 샘플을 생성하고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배송은 
30-60 일

5. 지불 조건 종류를 제공합니까?

  우리는 T / T, L / C, trusteeship 등과 같은 모든 지불 조건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