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U HOLDER

이상적인 인체공학적 워크스테이션은 컴퓨터 사용자의 건강과 편안함이 

함께 조화를 이룬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업무용 의자 및 모니터 암과 같은 제품은 

필수이지만, Thin Client 및 CPU Holder와 같은 추가 부품은 워크스테이션 

인체공학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 아래 부착하도록 설계한 당사의 

CPU Holder는 데스크 상부의 지저분한 케이블을 제거하면서 본체를 바닥에서 

띄어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Thin Client Holder 
최근 사무실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공간과 정리의 중요성은 직원 

생산성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Thin Client는 전통적인 

CPU 타워를 계속 대체하고 있으며, 작은 크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통상적으로 데스크 위에 컴퓨터를 놓아둡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데스크가 어수선해지고 시선 집중력이 흐트러져 최종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Humanscale의 Thin Client Holder는 품격 높은 솔루션입니다. 업무 

공간을 정돈하기 위해 설계한 Thin Client Holder는 데스크 하단에 직접 

마운트하여 쉬운 접근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Thin Client Holder는 두께 

25 mm(1인치) ~ 50 mm(2인치)와 무게 2.27 kg(5 lbs.)까지의 Thin Client 

장착이 가능합니다. 유해 목록 건축 자재가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 

지속가능하면서 간단한 사무실 솔루션입니다. 

CPU600
CPU600은 모양과 기능을 완벽히 갖춘 제품입니다. 360360도 스위블 

기능의 트랙 마운트를 특징으로 하는 CPU600는 더 큰 CPU 타워용으로 

제작되며 포트, 드라이브, 케이블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CPU600

은 폭 89 mm (3.5인치) ~ 228 mm (9인치) 및 높이 305 mm (12인치) ~ 

500 mm (20인치), 무게 22.6 kg (50 lbs.)의 CPU에 적합합니다.

대부분 재활용 알루미늄 및 강철로 만든 CPU600는 99% 재생 가능하며 

무게의 50% 이상 재활용 자재를 함유합니다. 빠른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와 

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CPU600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설치 가능합니다. 브러쉬 알루미늄이 있는 검정 또는 브러쉬 

알루미늄이 있는 흰색 마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워크스테이션을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CPU200
더 작은 CPU 타워를 장착하도록 만든 CPU200은 폭 25 mm (1인치) ~ 

127 mm (5인치), 높이 152 mm (6인치) ~ 305mm (12인치), 무게 6.8 kg 

(15 lbs.)까지의 CPU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상위 모델과 마찬가지로 360도 스위블 트랙마운트 기능이 있으며, 

48% 재활용 및 99% 재활용 가능 자재로 제작합니다. CPU200용 마감 

옵션은 브러쉬 알루미늄 재질의 검정색과 브러쉬 알루미늄 재질의 

하얀색을 포함합니다. 



더욱 편안한 업무 환경 만들기  humanscale.com

사양

Thin Client Holder CPU 200 CPU 600

호환 크기
Thin Client 두께 25 mm (1인치) ~ 50 mm 

(2인치)
CPU 타워 폭 25 mm (1인치) ~ 127 mm 

(5인치), 높이 152 mm (6인치) ~ 305 mm 
(12인치)

CPU 타워 폭 89 mm (3.5인치) ~ 228 mm 
(9인치) 높이 305 mm (12인치) ~ 500 mm 

(20인치)

무게  
용량

최대 2.27 kg(5 lbs.) 최대 6.8 kg (15 lbs.) 최대 22.6 kg (50 lbs.)

마운트 방향 수평 수직 수직

스위블  
성능

없음 360° 360°

마감재 검정
검정/ 브러쉬 알루미늄

또는
흰색/ 브러쉬 알루미늄

검정/ 브러쉬 알루미늄
또는

흰색/ 브러쉬 알루미늄

재질 강철, ABS, POM, 20% 유리 함유 
나이론, 실리콘

알루미늄 및 냉간 압연,  
분말 코팅 강철

알루미늄 및 냉간 압연,  
분말 코팅 강철과 플라스틱

품질 보증 15년 15년 15년

H
S

B
C

P
U

02
20

_K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