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조건 FOB 심천/광저우/홍콩
생산 능력 500,000PCS/월
지불 T/T, 페이팔.
배달 시간 샘플을 만드는 데 3-7 일. 제작기간 10~15일 소요됩니다.
포장 표준 수출 판지/주문 판지
배송 해상, 항공 또는 특급 배송(DHL/UPS/FEDEX)
MOQ 500PCS
원산지 중국 광저우 둥관
인증 CE, FCC, ROHS, REACH, UKCA

제품 특징:

90도 직각，이 DB9 RS232 직렬 케이블은 다양한 좁은 공간의 배선에 90도 직각 설계를 채택하여 배선을보다 유연하게 만들어 사용하기가 더 편리합니다.
안정적인 전송 28AWG 주석 도금 구리 코어 케이블, 다중 레이어 차폐 간섭 방지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신호 전송을 보장합니다.
폭넓은 호환성 DB9는 높은 호환성을 가지며 노트북/데스크톱 컴퓨터를 지원하며 산업용 기기, 산업용 제어 기계, 프린터, 셋톱 박스, 바코드 기계 및 기타 장비 사용을 연결합니
다.
고품질 재료 환경 친화적 인 PVC 재료, 일체형 사출 성형, 니켈 도금 인터페이스 커넥터, 산화 방지 및 녹슬지 않고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신호 전송을 제공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RS232 직렬 포트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간단한 연결,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러그를 꽂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alge 외에도 우리는 또한 왼쪽 각도 db9 케이블, L 모양 RS232 DB9 케이블, 다운 앵글 DB9 케이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https://www.cngoochain.com/kr/product/custom-90-degree-left-angled-rs232-female-to-female-straigh-through-cable.html








회사 소개

(주)구체인테크놀로지 전문 맞춤형 케이블 어셈블리 제조업체, 맞춤형 USB 케이블, 마그네틱 포고 핀 케이블 제조업체, 의료용 심전도 케이블, PoweredUSB 연장 케이블, 이
더넷 케이블, 의료용 플러그 및 충전기, 배선 하네스 및 컴퓨터 케이블을 제조하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이 있습니다. 평방 미터 사용자 정의 케이블 어셈블리 작업장, 약
80명의 작업자, 1교대는 하루 8시간입니다. 우리는 중국 공장 가격으로 맞춤형 케이블, 의료 케이블 및 충전기를 만들기 위해 국제 ISO 관리 표준을 따랐습니다.

https://www.cngoochain.com/kr/about-us/about-goochain.html


인증서:

Goochain 맞춤형 USB 케이블, 의료 케이블, 컴퓨터 케이블, Pogo 핀 케이블, USB Type c 케이블, USB Type C 커넥터, PD 고속 충전기,
PoweredUSB 연장 케이블은 모두 국제 필수 인증서를 통과하여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더 주문하기 전에 먼저 샘플 주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A: 물론, Goochain은 재고가 있는 경우 무료 샘플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샘플은 일부 설정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샘플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2: 어떤 지불 방법을 수락합니까?
A: Alibaba Trade Assurance, PayPal, T/T, 은행 송금, Western Union 및 L/C

Q3: 당신의 공장은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합니까?
A: 품질이 우선입니다. 전문 품질 보증 전문가가 있는 QC 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품질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장은 Rohs, SGS, CE FCC,
ISO9001:2008 인증을 받았습니다. 등

Q4: 공장? 예! 로고를 인쇄하거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항목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까?
A: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공장입니다. 우리는 OEM/ODM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당사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배달 시간 및 보증? 내 상품에 사용할 배송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A: 리드 타임은 약 2-4주이며 배송 후 12개월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DHL, Fedex, UPS, TNT, EMS를 고객으로 사용했습니다.

Q6: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을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물론이죠. 우리는 당신을 동관에서 맞이하고 우리 작업장 주변을 보여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장은 3에 있습니다. 중국 광동성 둥관시 황장진 Shebei 마을 8 번
강양 1 번가 빌딩 A 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