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양:
판매용 레깅스
중국의 전기석 대나무 기능성 레깅스 공장; 하이 웨이스트 속옷 도매
허리 라인 제어; 운동없이 7 센티미터까지 슬림!
복부, 등, 허벅지 및 다리의 센티미터를 잃는 새로운 감각 : 슬렌 세라. Slencera는 이음새없는 함께 디자인하다 특별한 슬리밍 영역. 이 슬리밍 영역 지방 찌꺼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신은 즉각 슬리머처럼 보입니다.
판매용 레깅스

Slencera를 30 일 동안 착용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최대 7 인치까지 슬림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지방은 엉덩이, 허벅지 및 복부에서 사라집니다. 심지
어 셀룰 라이트도 시간이 지남에 사라집니다. 다리와 복부가 눈에 띄게 얇아지고 매끄러운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마사지 효과 덕분에 새 허리 벨트로 허리에서 3cm, 엉덩이에서 2cm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혁신적인 패브릭은 수백 개의 토르말린 구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https://www.shapewearfactorychina.com/kr/products/Women-s-Fashion-Design-Leggings-On-Sales.html
https://www.shapewearfactorychina.com/kr/products/Hot-Selling-High-Waisted-Underwear-Wholesales.html
https://www.shapewearfactorychina.com/kr/products/Tourmaline-Bamboo-Leggings-On-Sales.html




여성 사이즈 차트
이 크기 차트는 참고 용입니다. 브랜드마다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크기 가슴 / 바스트 측정 (인치) 허리 측정 (인치) 엉덩이 (허리에서 8 ")



한 사이즈 34-44 26-37 36.5-46

S-SHAPER 정보▼
S-SHAPER 국제 회사 아름다운 해안 도시에 위치한 - (심천). 심천 보안 국제 공항에서 4km도 안되는 거리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S-Shaper 기능성 bodysuit, 피트니스 스포츠, Shapewear, 원활한 속옷, 압축 의류 etc.OEM / ODM에 대 한 사용자 지정 및 제조 전문 환영!

QULIATY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전문적인 품질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신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시에 효과적인 배송을 보장합니다.
혁신 속에서 우리는 S-SHAPER가 detshapewear 산업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S-SHAPER로 돈을 금고에, 안전에 당신의 사업!

OEM 및 ODM 정보▼



S-SHAPER 인증서▼

S-SHAPER 서비스▼

S-SHAPER, 하이 엔드 제품으로 하이 엔드 서비스 제공
√ 품질 보증 :
100 % 품질 만족 보장, 모든 선적은 선적 전에 QC에 의해 엄격히 검사됩니다.
√ 제작 :
장기 & 모든 종류의 Shapewear.OEM / ODM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사용자 정의 디자인은 환영합니다.
√ 무료 디자인 서비스 :
홍보를 위해 무료 포장 디자인 및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 빠른 배송 :
중국 공장은 직접 빠른 납기로 공급합니다.
Express (DHL / UPS / FEDEX / TNT / ARAMEX / CITYLINK), 항공화물, 해상화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