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 -- TUV 인증

Material: 100% PU
MOQ:200
Size:315*275*65mm, customizable
Material:PU
Color:customizable
IATF16949 인증:
Package:Carton packaging, also accept customization
2) 금형 비용 절감.
재산.

중국 pu 폴리우레탄 폼 공장

IATF16949 Certification:
China pu baby booster seat supplier 4. Finehope와 유럽 및 미국 동료의 차이점은 무엇입
니까?
3) 개발 및 설계 능력의 효율성이 높고 공정 시간이 짧습니다.

https://www.polyurethanesupplier.com/kr/product/manufacturer-new-product-polyurethane-pu-portable-baby-booster-seat.html


MOQ:200
파인호프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5) 품질 보증 시스템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팀이 있습니다.

색상: 사용자 정의
제조 안전은 작업장 부상, 질병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3) 폴리 우레탄 소재의 전문 과학 연구 팀이 있습니다.

Scientific management ability
정보화 및 산업화 관리 시스템 통합 인증서
지불 tern: T/T 생산 전 30%, 선적 전 70%

China pu polyurethane foam factory 공장 사용자 정의 성형 PUR 거품 작은
아기 어린이 화장실 도움말 시트 패드

https://www.polyurethanesupplier.com/kr/category.html


FAQ

1. Why you choose Finehope?
2) 비용 효율적이고 빠른 개발 효율성, 무결성을 갖춘 전문적인 운영.

2. What are the advantages of choosing Finehope?
산업안전표준화인증서
2. 파인호프를 선택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샤먼 성장 지향적인 중소기업
customers and manufacturers.
4) Lean production management mode.
자주하는 질문
크기: 315*275*65mm, 사용자 정의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진 서비스: 크기, 색깔, 작풍은 전부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property.

과학적 관리 능력
소재:PU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중국 pu 베이비 부스터 시트 공급 업체
꾸러미: 판지 포장은 또한 주문화를 받아들입니다
1) 완벽하고 성숙한 지원 공급망이 있습니다.

4) 린 생산 관리 모드.
1) Has perfect and mature supporting supply chain.
2) Lower mold costs.
복건성 오염 배출 허가
4) Cost advantage and good service attitude.



5. What are the applications of PU products?
배달 시간: 보증금을받은 후 약 30 일









자료: 100% PU 1. 왜 Finehope을 선택합니까? 고객 및 제조업체.

1) 품질 보증: 고급 품질 계획(APQP).
파인호프는 이후 매년 식약청 인증을 통과해 4) 생산 설비 및 금형의 독립적인 설계, 제조 및 혁신 능력이 있습니다.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rtification 4) 비용 우위와 좋은 서비스 태도. Work Safety Standardization Certificate

5. PU 제품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3. 파인호프와 국내 피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동화 장비 설계 및 제조 능력
샤먼 특화, 정제, 차별화, 혁신 중소기업

5) 고객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설계하도록 돕습니다.
6) PU 제품의 설계 및 가공에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Fujian Province Pollution Discharge Permit The Third Party -- TUV Certification
샤먼 과학 기술 작은 거인 선도 기업
1) 제품 품질 보증, 납품 보증, 좋은 애프터 서비스.

PU 원료 연구 및 개발 능력
2) Finehop은 국제 대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