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1 M8.1 M10

모니터암

빠르게 변화하고 민첩함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업무공간에서 불편함을 감당할 시간은 없습니다.
Humanscale의 차세대 모니터 암 라인은 모든 워크스테이션을 즉각적으로 개인에게 최적화하여
건강은 물론 편안함과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여러 업무환경의 호환성을 위해 디자인된 모니터
암은 인체공학 구조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는 동시에 극도로 매끄러운 아름다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Design Story
Humanscale 디자인 스튜디오는 최근 업무환경 트렌드에 맞추어 모니터 암 라인의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모니터 암을 활용하여 더 많은
테크놀로지와 애자일(Agile) 업무환경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Features & Benefits
우리의 모니터 암은 사용자가 인체공학적으로
최정의 위치에 모니터를 배치하도록 돕습니다.
유
 연한 고무 채널을 이용해 케이블을 쉽게 숨기고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무게 감지 스프링 기술로 부드럽고
고무 케이블 관리

Counterbalance Indicator

균일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장된 카운터 밸런스 표시기를 이용하여 모니터
설치 전에 무게 값을 설정하고 컴퓨터/모니터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중인 Smart Stop은 사용자가 암의 회전
반경을 조정하여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장비를 보호합니다.
특허 출원 중인 Quick Release Joints은 즉시

Smart Stop

Quick Release Joints

조립되어 안전하고 견고한 장착을 가능하게 하여
설치를 단순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공구만 필요하며, 이 공구는 암 베이스 안쪽에
깔끔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M10의 트리플 크로스 바는 최대 3대의
모니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M
 /Connect 2 및 M / Power 도킹 스테이션과
호환되어 사용자에게 직접 전원 및 데이터를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액세서리 홀더(옵션)

M/Connect 2 도킹스테이션

액세서리 홀더(옵션)는 최대 1.36kg(3lbs)까지
거치 가능합니다.

Specifications
표준 싱글 또는 듀얼 모니터
2.3 - 7 kg (5 -15.5 lbs.)

M2.1
싱글 모니터 2.7 - 12.7 kg (6 - 28 lbs.)

듀얼 크로스바 - 각 5.6 kg (12.5 lbs.) 모니터 2대

모니터 허용 하중

M8.1
무거운 싱글 모니터 9 -21.8 kg (20 - 48 lbs.)

트리플 크로스바 - 각 4.7 kg (10.5 lbs.) 모니터 3대

M10
높이 조정

M2.1 170mm (6.7”) - 434mm (17.1”)
M8.1 193mm (7.6”) - 449mm (17.7”)
M10 193mm (7.6”) - 449mm (17.7”)

색상 옵션

Polished Aluminium with White Trim
Silver with Grey Trim
Black with Black Trim

보증 기간

M2.1 & M8.1: 10년
M10: 15 년

Environmental Story
Humanscale의 전문적으로 설계된 모니터 암은 포장 크기를 줄이기 위해 반조립 상태로 배송됩니다. 동시에 설치 또한 가장 빠릅니다.
모듈식 링크를 통해 추가 부품 없이 가장 생산적인 공간을 설계함으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Humanscale 모니터 암은 공장에서
사무실까지 배송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 및 프로세스를 훨씬 적게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제조 과정과 사용 단계에서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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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Humanscale 모니터 암은 지속 가능하고 독성이 없는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내구성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수년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한 근무환경 만들기

humansca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