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시대의 가장 활발한 리더를 위해 설계된 경영자를 위한 다용도 의자인 Summa에는 고급스러움과 

단순함이 물 흐르듯 녹아있습니다. Summa는 직장 내 고급스러운 임원 공간에 적합한 절제된 미와 

세련된 색상을 자랑합니다.

디자인 이야기디자인 이야기 
중역 회의실과 사무실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디자인한 Summa의 엔벨로핑 모양과 조각된 재료는 

모든 디테일에서 고급스러움을 발산하는 진정으로 

조화로운 디자인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나의 세심한 

높이 조절 레버를 사용하는 Summa는 무게를 

보정하는 리클라인 메커니즘과, 탁월한 인체 공학적 

편안함과 지지를 위해 통합된 팔걸이를 특징으로 

합니다.



특징
  사용자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후면에 부착된 팔걸이 
디자인으로 모든 자세에서 착석자의 체중을 지지

  시트에 매끄럽게 통합된 간단하고 세심한 높이 조절 레버

  사용자 자신의 무게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뒤로 젖히는 
(리클라인) 장력 설정

  의자 등받이는 박스 박음질과 일치하는 3개의 고급 재질 목재 
마감 또는 7개의 커버 옵션이 가능

  최대 136kg(300lbs)의 무게와 193cm(6’4”)의 사용자를 지지

  보증 기간: 구성품은 10년, 그리고 커버와 목재는 5년

환경 이야기 
Humanscale는 제품 개발 및 제조 접근 방식에서부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당사의 임무를 구현합니다. 당사는 최소 디자인이 세계 

최고의 디자인을 만든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Summa는 유해한 제조 공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크롬 6가 아닌 환경에 중립 인 크롬 3 마감으로 제작한 실린더와 베이스를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Summa는 Humanscale의 크롬을 사용하지 않은 가죽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차별화 방식으로 태닝한 가죽은 대부분의 가죽 태닝 방법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인 크롬을 제거하기 위해 식물성 태닝 방법을 사용합니다.



커버 옵션

Obsidian TL10 Umber TL21 Charcoal TL12

Canyon TL22 Pebble TL11 Sand TL31

Glacier TL13

나무 등받이 옵션

Anegre Walnut Ebony

베이스 옵션

검정 파우더 코팅 
 알루미늄

광택  
알루미늄

Anegre 나무 등받이의  
자갈 모양 가죽 외장 
Summa

사양

humanscale.comHumanscale IDA Industrial Estate, Poppintree, Dublin, D11 XY4, Ireland

설명
치수

In Mm

시트 깊이(등 쿠션에서 시트 앞면까지) 18 457.2

시트 높이(바닥에서 시트 쿠선의 
압축된 앞면)

15.5 - 20.5 393.7 - 520.7

시트 너비 18.25 463.55

등받이 높이(시트 쿠션에서 등받이의 
상단까지)

20.75 527.05

등받이 너비 17.25 438.15

팔걸이 높이(압축한 시트 쿠션에서 
팔걸이의 상단까지)

8 203.2

팔걸이 길이(등 쿠션에서 팔걸이 
앞면까지)

11 279.4

팔걸이 사이의 거리 17.25 438.15

높이 36.25 - 41.25 920.75 - 1,047.75

베이스 지름 25.5 647.7

의자 너비 28 711.2

의자 깊이 25.5 647.7

Lbs Kgs

커버를 씌운 의자 무게 43 lbs. 19.5 kgs

나무로 된 의자 무게 46 lbs. 20.9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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