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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생의 비교 1 

무엇을 의미하는지 맞추어 보세요. 

A 타입 B 타입 



생명의 탄생 별의 탄생 

■ 우주에서의 별의 탄생과 인간의 수정과 착상순간의 비교 사진 

■ 별의 탄생과 인간의 탄생은 너무나도 유사하고 신비롭다. 

    → 탄생의 순간은 별이든 인간이든 경이롭고 무척 신비롭다. 

1-1 별의 탄생과 인간의 탄생 



 별들의 탄생 2 

■ 별의 탄생 과정은 핵(성간 분자 운) 주위에 원반 모양 가스층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그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별의 점차적으로 

    켜져서 생성이 됨.  



※ 성간 분자 운(성운) : 구름 속의 먼지 덩어리를 의미함. 

※ 주 계열 성 :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 별  

2-1 탄생 과정 

성운의 수축 원시 별 탄생 원시 별의 회전과 수축 

주 계열 성 생성 별의 탄생 



 인간생명의 탄생 3 

■ 생명현상은 질 속에서 정자가 힘찬 질주를 하여 자궁경부(폭포)를 

    통과하여 무한 경쟁에서 1위한 정자만이 난자와 만나 수정이 

    이루어져 생명이 탄생됨.  



 연어의 회귀 4 

■ 연어의 회귀본능은 민물에서 태어나 얼마쯤 자란 다음에는 연어 자신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바다로 나가 짜디짠 물을 먹고 3~4년 성장한 다음 

    산란할 때가 되어 반드시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오기 위해 

    폭포수 뛰어 넘고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여 목적지에 와서 산란한 후 

    연어의 생명을 마감함 

■ 연어의 회귀 또한 별의 탄생과 인간의 탄생과 유사한 과정을 가짐 



 인간의 진화 5 

■ 인간의 진화 단계 

[400만년 전] [300만년 전] [100만년 전; 수렵사회] 

[1만년 전; 농경사회] [300년 전; 산업사회] [50년 전; 정보화 사회] 



■ 직립보행(이족보행)이란 육지에서 동물이 

    두 다리 등으로 이동하는 것. 

■ 직립보행 시기 

  - 직립보행을 한 최초의 인류는 3백만 년 전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임. 

5-1 직립보행 

※ TIP 

   ■ 우주의 탄생시기는 약 137억년 전 

   ■  지구의 탄생시기는 약 45년 전 

단위 : 년 



①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 

     - 남방 원숭이이라는 뜻이고, 직립보행, 간단한 도구 사용 

②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 베이징 인, 자와 인) 

    - 곧게 선 사람이라는 뜻이고, 불, 간단한 언어 사용 

③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네안데르탈인) 

    -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 석기 사용, 시체 매장 풍습 

④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Homo Sapiens Sapiens 크로마뇽인) 

   -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 동굴벽화, 세분화된 도구 사용, 현생인류 

5-2 직립보행 인간 



■ 직립보행 장점과 단점 

 <장점> 

   - 섭식활동, 도구의 제작 및 사용, 몸짓운동, 대 뇌화를 촉진 등 

 <단점> 

   - 보행의 불안정, 빈혈, 위하수, 요통, 치질 등 

5-3 직립보행 장점과 단점  



 인체 구조 6 

■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를 살펴보면 직립보행에 적합하도록 발달 

■ 척추 뼈, 갈비 뼈, 골반을 중심으로 각종 장기 들이 안에 정착되어 있음 

■ 따라서 모든 각종 장기들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형태를 갖고 있음 



■ 골반은 우리 몸 안에서 아래로 누르고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직립 시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앉을 경우에는 오직 "치골 미골근"과  

     "치골 직장근"만이 위에서 누르는 압력에 균형을 맞추고 있음 

■ 앉을 경우 우리 신체는 위에서 누르는 하중과 압력이 분산 되지 않아 

    척추나 골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방광, 자궁, 전립선 등의 부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6-1 골반 구조의 상세부분 

[압력을 받는 경우] [압력을 받지 않은 경우] 



골반구조 내부도 



퀴즈 문제 

■ 좌측 그림에서 남성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맞추어 

    보세요    

■ 좌측 그림에서 여성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맞추어 

    보세요    



퀴즈 문제 답안 

남성 

질병 

여성 

질병 

⊙ 전립선,  발기부전,  조루증, 고환염, 요로결석,  

    고환종양 등   

⊙ 자궁 근종, 자궁 선근종, 자궁 내막증, 자궁 경부염 

    자궁암 등 

⊙ 치질,  치루, 치열,  척추 측만 증, 항문 소양증,  

    항문 곤지름(곤딜로마) 등   



■ 치질 발생 원인 

     - 부적절한 생활 습관, 잘못된 식생활, 임신과 출산, 비만, 간 기능 저하 등 

     -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음 

6-2 치질 

■ 치질 예방법 

     - 배변 시간 줄이기, 대장이나 항문을 자극 시켜주는 운동, 수분 흡수 등 



■ 각종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는 앉아서 생활할 경우에 압력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증"을 위의 그림으로 확인할 수 가 있음 

■ 우리는 일상에서 앉아서 생활 하는 경우가 거의 90%에 해당 되므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여짐. 

6-3 전립선 부위 

정상 전립선 



■ 자궁 부위 또한 각종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는 앉아서 생활할 경우가 

    직립 시 보다 각 종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짐. 

■ 질병으로는 자궁 근종, 자궁 선근종, 자궁 내막증, 자궁 경부염 등이 있음. 

6-4 자궁 부위 



 의자의 개념 7 

■ 의자의 정의 

  - 의자 [椅子, chair]란 사람이 앉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등받이, 

     시트, 등을 받쳐주는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의 하나. 

■ 의자의 기원 

  - 의자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의 옛 왕조시대에 왕좌(권좌)에서 

     유래 했다고 전해지고 있음 



7-1 의자의 역사 

■ 의자의 역사 

■ 과거 중국이나 서양에서는 의자를 사용하는 의자 식 생활을  

    주로 해왔고 주로 상류계급에서만 의자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일반화된 것은 18세기 경으로 봄. 

이집트시대 그리스시대 로마 시대 중세기 15세기 

르네상스 
르네상스 17세기 18세기 19세기 현재 



7-2 시대별 특징 

1) 이집트 시대 

■ 고대 이집트 의자는 안락하게 앉는 가구로서보다는 왕후·귀족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서민은 의자 없이 지내는 평좌식 생활 

    예) 왕좌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제18왕조의 "투탕카멘"의 의자 

2) 그리스 시대 

■ 의자는 권위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한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게 되어 

    표면의 장식이 억제되고 인체공학적인 면에 부합하는 형태로 생산 

   예) 여성의자=클리스모스(klismos), 남성의자=오클라디아스(okladias) 

        손님용 의자 = 드로노스(thronos) 



7-2 시대별 특징 

3) 로마 시대 

■ 그리스의 것을 모방하였으나 제정기에 들어서면서 쾌적한 느낌을 

    갖는 것과 동시에 권위를 상징하는 호화로운 장식을 한 의자를 제작 

    예) 솔리움(solium)=대리석 왕좌,  재료=목재, 브론즈나 대리석 사용 

4) 중세기 시대 

■ 중세기는 약 476년부터 1492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을 의미. 

■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었고 그 형태는 건축양식을 

    축소한 것이 많음. 

   예) 6세기경의 "막시미누스의 옥좌"라 불리는 상아조각판 의자 



7-2 시대별 특징 

5) 15세기 

■ 의자 테두리에 판자를 대었고 앉는 부문은 앉기에 편한 받침 판 사용함. 

■ 등받이가 높고 판자를 댄 팔걸이의자는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임 

    예) 일상생활에는 세틀(settle), 스툴(stool) 

6) 르네상스(약16세기) 

■ 다시 고대 로마의 형태를 받아들여 그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등받이나 

    시트에는 멋진 천을 씌웠고 한층 더 호화롭게 만 듬 

   예) 단테스카(dantesca), 카사팡카(cassapanca), 스가벨로(sgabello)  



7-2 시대별 특징 

7) 17세기 

■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 양식의 호화로운 장식 의자가 유행 

■ 영국에서는 자코비앙 양식의 중후한 판자로 된 의자와 윌리엄 앤드메리의 

    선반으로 된 의자가 유행 

⇒ 앉기에 편한 점보다도 권위를 과시하는 데 중점 

8) 18세기(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 양식의 엄숙하고 딱딱한 형태로부터 곡선 구성의 

    우아한 형태로 변모 

■ 루이 15세 시대 의자는 종류, 디자인, 기능면이 우수하여 예술품으로 평가됨 



7-2 시대별 특징 

■ 프랑스혁명에 의해 궁정양식 의자는 살아지고 나폴레옹 제정기에는 

    고대 로마 앙피르(Empire) 양식의 의자가 출현.  

 예) ▶ 루이 15세 양식 의자 = 카브리올(cabriole), 카브리올(cabriole) 

      ▶ 귀족이 사용한 의자 = 포퇴유(fauteuil)와 베르제르(bergere) 

      ▶ 귀부인이 사용한 의자 = 뒤셰스 브리제(duchesse brisee),  

                                           튀르쿠아즈(turquoise) 

8) 18세기(프랑스) 



7-2 시대별 특징 

■ 영국에 퀸 앤 양식의 의자는 프랑스의 것과는 별개의 독자적 영국식 

    곡선구성의 의자를  만듬 

■ 영국가구의 황금시대를 열게 한, 뛰어난 가구 디자이너 T.치펀데일에 

    의하여 개량되어 일반시민을 위한 의자로 널리 쓰임 

■ 윈저 지방에서 농민이 사용하던 활나무와 선반으로 깎은 재료를 쓴 

    지방색이 풍부한 의자는 후일 미국으로 수출되어 윈저 체어 

    (Windsor chair)로서 널리 유행.  

8) 18세기(영국) 



7-2 시대별 특징 

9) 19세기 

■ 프랑스 앙피르 양식은 19세기 중엽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  

■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양식 의자가 유행 

■ 제1차 세계대전(1914) 후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디자인 운동이 일어나 

    기능성에 중점을 둔 모던 스타일의 의자가 만들어지게 됨. 

■ M.브로이어는 1925년에 강관(鋼管)을 사용해서 캔틸리버드 체어를 

    제작하고, 32년에는 A.알토가 성형합판 의자를 고안. 

■ 다시 40년대에 C.임스와 E.사리넨에 의해 와이어셸 구조의 의자나 

    플라스틱제 곡면구성의 의자가 만들어짐. 



7-2 시대별 특징 

10) 20세기~현재 

■ M.브로이어, A.알토, C.임스와 E.사리넨 등에 의해 모던 디자인 

   (근대적 디자인)의 방향이 결정되었고 공업재료의 개발과 생산기술의 

   발달이 의자의 디자인과 구조에 혁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현재의  

   인체공학 및 기능성 의자의 생산을 하게 됨  



7-2 시대별 특징 

11) 현대 의자 변천 과정 

의자산업 형성기 

의자산업 성장기 

의자산업 전환기 

신개념.웰빙 
시장확대 

 입식문화로 전환 

 의자산업 형성 

 책상 부속물로 수요기반 확대 

 판매 지향적인 영세업체 난립 

 인체공학적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틸팅 매커니즘 개선을 통한 허리 및 

  압력분산 

인체공학적 제품 단순기능 제품 신개념 웰빙 제품 

 친(親) 환경 웰빙 시장 성장세 

 혁신적인 압력분산의 신개념 

   제품 필요 



 하라 체어의 원리 8 

천지인의 원리 앉음 역학 골반의 원리 



■ 곡신불사 시위천지근(谷神不死 是謂天地根) 

    - 계곡(溪谷)의 신(神)은 세상만물의 뿌리며 영생한다 

    - 인간은 산의 정상만 바라보며 살아간다. 올라가보면 산의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계곡(溪谷)은 가물 때는 말라 있더라도 비만 

      오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온갖 생물(生物)들이 생존하고 있다. 

■ 천부경(天符經)의 일묘연만왕만래 용변부동본(一妙衍萬往萬來用變不動本) 

   이라는 구절(句節)은 세상의 형태는 바뀌어 가나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창조(創造)의 원리(原理)라 할 수 있다.  

8-1 천지인(天地人)의 원리 



■ 동양에서의 생명 현상은 아래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음 

    가) 주역의 천지비(天地否), 지천태(地天泰) 

    나) 노자의 6장 곡신불사(谷神不死) 

    다) 천부경의 천지인(天 地人), 인중 천지일(人中天地一) 

    라) 태양계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마) 명리학의 목, 화, 토, 금, 수 

8-2 동양 생명 현상 

 ☞  지천태(地天泰) :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으로 내려간 형국으로 천지가 뒤집힌 형상  



■ 인간(人間)의 몸은 자연(自然)의 일부로서 몸 중에서 계곡(溪谷)에  

    해당하는 부위가 엉덩이 부분임  

■ 엉덩이 부분은 항상 새로운 생명을 생산(生産)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  

■ 신(神)이 인간(人間)을 창조(創造)할 때, 2세를 생산(生産)하는 전립선 

    (前立腺) 부위(部位)를 몸 속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두었음.  

■ 현대(現代)인은 컴퓨터 및 앉아서 생활(生活)하는 문화(文化)를 발전 

    (發展)시키면서, 서서 있을 때 가장 안전(安全)하던 전립선(前立腺) 

    부위(部位)가 앉으면서 가장 압박(壓迫) 받는 부위(部位)로 바뀌게 되었음       

이것을 해결(解決)하는 구조(構造)가 하라체어의 시스템이다. 



     하라체어의 원리(原理)는 보다 근본적(根本的)인 것은 기(氣)의 

     원리인 천지인(天地人)이므로 항상 밝고 맑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생기(生氣)가 흐르는 공간(空間)을 만들어냄. 

■ 인간(人間)의 몸은 동적(動的)일 때 가장 효율적이고 정지(停止)되면  

    이상이 발생된다. 

■ 일반(一般) 의자(倚子)에 앉으면, 엉덩이 부위(部位)가 자연스럽게 

    정지(停止)된 공간(空間)으로 변(變)하므로 이것은 죽음의 공간(空間)된다.  

■ 엉덩이 부분은 생산(生産)과 관련된 곳으로 장기간 머무르면 생산기능이 

    급속도(急速度)로 퇴화(退化) 된다.       



■ 앉았을 때 가해지는 압력분산 비교 (10분간 앉았을 때의 시험결과) 

[한국 노동부 재활공학연구소 시험결과] 

⇒ 일반 체어는 앉았을 때 가해지는 압력분산을 10분간 시험한 결과 좌면에 

    걸친 압력이 골반부근에 집중 됨 

일반 체어 



■ 앉았을 때 가해지는 압력분산 비교 (10분간 앉았을 때의 시험결과) 

[한국 노동부 재활공학연구소 시험결과] 

⇒ 하라체어는 앉았을 때 가해지는 압력분산을 10분간 시험한 결과 좌면에 

    걸친 압력이 분산되어 균일화 됨. 

하라 체어 



■ 하라체어의 메커니즘은 개개인의 체형에 따라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골반을 삼각형의 형태로 만들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만든 것임  

■ 하라체어는 체중을 좌골 결절에 의해 지지시키고 하중을 넓은 범위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등과 좌우골반의 사이를 신체에 가장 이상적인 

    각도(남성은 65도. 여성은 85도 )로 맞추어 좌판이 상하좌우로  

    움직이도록 설계 하였음  



■ 피로가 회복되고 집중력 향상을 통한 학습능력을 높여줌 

■ 불균형한 신체적 리듬을 안정시켜 활력 있는 삶을 유지  

■ 불안, 초조한 혼돈 에너지를 제거하여 평상심을 유지   

■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며 감정을 편안하게 유지  

■ 정신을 맑게 해주고 인지 력이 향상 됨 

 천지인의 효과 



■ 집중력이 부족하고 주위가 산만한 학생과 수험생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생활하는 학생과 직장인 

■ 집중력과 체력, 침착성이 필수인 수험생 

■ 올바른 허리자세와 날씬한 하체를 원하시는 분 

■ 항문주위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늘 피로하거나 숙면을 취할 수 없어 업무에 지장을 받으시는 분 

 하라체어에 꼭 앉아야 하는 분들 



■ 앉음의 역학은 인체를 지탱하는 시스템과 골격 구조로 더 명확히 설명됨  

■ 의자에 앉았을 때 체중의 50%가 전체 골반의 8%에 지나지 않는 좌골 

    결절의 바로 아랫부분과 그 주위에 집중 됨.  

■ 하라체어는 체중을 좌골 결절에 의해 지지시키고 하중을 넓은 범위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등과 좌우골반의 사이를 신체에 가장 이상적인 

    각도(남성은 65도. 여성은 85도)로 맞추어 좌판이 상하좌우로 움직이도록 

    설계함 

8-2 앉음 역학 골반 원리 

 하라체어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드립니다 



■ 하라 체어는 앉았을 때 골반부근에 압력이 분산되어 이상적인 각도를 

    유지함 

■ 일반 체어는 앉았을 때 골반부근에 압력이 집중되어 열린 상태가 됨 



■ 집중력이 높아지고 창의력이 계발됨 

■ 척추가 바르게 되고 몸의 균형이 맞추어 짐 

■ 스트레스, 만성피로에서 벗어나게 됨 

■ 자연치유력의 향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에 효과적임 

■ 근육의 긴장이 이완되고 잠이 잘 옴  

■ 매일 아침 목과 머리, 몸이 무거웠던 증상들이 개선되며 지속적으로 할 

   경우 증상들이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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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udent Clinic HARAchair 

2) Diet Effect in HARAchair 

3) 척추 건강 

■ 하라체어는 집중력 향상 효과로 수험생 클리닉 체어 

■ 하라체어는 앉아만 있어도 하반신 다이어트 OK!  

■ 인체의 기둥인 중요한 허리부분을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요통을 예방함 

■ 척추가 바르게 되고 몸의 균형이 맞추어 짐 



▶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바짝 밀착 시키고 허리와 가슴을 

    쭉 펴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다 

▶ 머리는 차게 손발은 따뜻하게 함  

▶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DHA가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 

▶ 스트레스 요인을 없도록 함 

▶ 담배와 술은 절대적으로 금물  

▶ 6~7시간 자 는게 좋으며,  두뇌회전도 기상 후 2시간이 되어야 제 기능을 찾음 

▶ 휴식할 때는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전자오락을 하지 않음 

 수험생 생활수칙 



■ 과다한 커피 복용을 삼가 하고 녹차나 대추차를 복용 

   - 과다한 커피복용 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중추 신경을 

     흥분시켜 일시적으로 잠이 오지 않게 하여 정신이 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시간 복용 시 불면증을 유발시켜 뇌신경을 침해하여 

    지적 능력을 저하 시키며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일으킬 

    수도 있음 

 수험생 유의사항 



■ 스트레스로 체중이 감소 

■ 입안이 늘 써서 식욕이 떨어지고 음식물을 잘 소화 하지 못함 

■ 긴장감으로 별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림  

■ 스스로 자제가 안 되면서 몸이 무거워 지고 두통이 생기고 자꾸만 

    눕고 싶어 짐 

■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건망증과 소심증이 나타나면서 불면증이 

    생기게 됨 

 수험생 나타나는 증상 



■ 하반신에 살이 찌는 주원인 

   - 좌우 골반간격이 넓어지면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 식생활과는 

      무관하게 뼈에 많은 살이 붙게 되어 하체비만이 됨 

■ 좌골이 벌어지는 주원인  

   - 앉는 자세가 나쁘거나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는 좌골이 벌어지기 쉬고 

     하반신에 살이 붙게 되고 허벅지 사이도 O자 모양이 되어 보기 싫게 됨  

■  인간의 좌골이 만드는 각도 : 보통 여성은 약 85도, 남성은 약 65도  

■  하라체어는 의자의 기능을 인체 공학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좌우 

    골반의 각도를 원래대로 보전하여 하체비만을 예방하는 특성이 있음  

 앉아만 있어도 다이어트 OK! 



■ 척추는 인체의 중심을 이루는 대들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 

■ 국민의 70% 이상이 척추와 관련된 질병의 환자라고 할 정도로 

    일상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음 

■ 척추질환의 원인 

    - 수험생, 운전자, 컴퓨터작업자, 직장인은 장시간 의자 사용이 필연적 

       으로 길어질 수 밖 에 없는 상황의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됨 

 인체의 기둥인 중요한 허리 



■ 척추 측만 증의 진행단계 

■ 척추 측만 증 원인 

    -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 하루 종일 앉아서  업무를 

       직장인, 팔자 걸음으로 걷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  

정상척추 1단계  2단계  3단계  척추수술 

■ 척추 측만 증 예방법 

    - 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갖는다.  

    - 전신을 균형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한다. 

 척추 측만 



■ 척추질환의 증상 

    - 요통, 골반 또는 척추 비뚤어짐, 목 뻣뻣함,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남 

 하라체어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요통을 예방 



 하라 체어의 특징과 효과  10 

1) 하체 비만의 원인 예방 효과 

2) 골반과 척추의 균형 유지 효과 

3) 항문(肛門) 주위의 여러 가지 질환 예방 효과 

■  ㈜ 하라테크는 사람을 먼저 연구하는 기업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의자에 앉았을 때 체중의 50%가 전체 좌면의 8%에 지나지 않는 

    좌골 결절의 바로 아랫부분과 그 주위에 집중 됨.  

■ 의자의 설계는 앉는 사람의 체중이 좌골 결절에 의해 지지되면서 

    하중을 넓은 범위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등과 좌판의 각도를 남성은 

    65도, 여성은 85도로 되어있어 이 각도에 맞게 좌판이 움직여야 함. 

 척추이상의 원인이 되는 골반의 어긋남 

→ 하라체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자의 기능을 인체 

   공학적으로 개발 함으로서 좌우 골반의 각도를 원래대로 보전하여 

   하체비만을 예방. 



■  경추의 1번이 오른쪽 뒤로 비뚤어지면 오른쪽에 편두통이 일어남 

 편두통(偏頭痛)의 원인이 되는 경추의 어긋남 

→ 하라체어는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앉는 의자의 좌판이 사용자의 신체 형태에 따라 간격 조절이 가능한 

   분할된 시트를 개발하여 제작 



■ 개인의 체형에 맞는 정확한 골반의 위치와, 항문주위의 혈액순환 및 

    통풍을 원활히 시켜 줌으로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항문 주위의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 할 수 있고, 치질 환자의 

    경우에도 환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서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 

→ 하라체어는 하체비만, 경추의 이상으로 인한 편두통(偏頭痛), 척추의 

   불균형(不均衡), 항문(肛門) 주위의 질환을 예방 할 수 있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 

 개인의 체형에 맞는 정확한 골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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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GL DOCTOR  V DOCTOR  DOCTOR  FRESH 



Caesar 2 Seneca 2 Seneca 1 Caesar 2 



ZENON2  LB NIETZSCHE2  LB NIETZSCHE2  WL    LOBBY DOLCE2 



NIETZSCHE  A NIETZSCHE  V ZENON 2 NIETZSCHE  S PASCAL 2 



DOLPHIN 2   DOLPHIN 1   DOLPHIN H1   DOLPHIN H2   

CIAR  S CIAR  A CIAR_M  S CIAR_M  A 

CHARMING 



RYLE THALES 2 HERAN  HERAN LB   



MUGAE HARAKIDS MIRACLE LB MIRACLE 

WOOLY 좌식A 좌식B NEW WOOLY 

SIM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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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술 및 특허 

 

• 국제특허 : PCT/WO03/034870 A1  

• ISO 1400 : 2004 : 제 EI3504 / 08 호 

• ISO 9001 : 2000 : 제 QI8457 / 08 호 

• 미국특허 : 제7,416,253 B2 호 

• 상표등록 : 제40-0656512호 

• 발명특허 : 제10-0654918호 外 2개 

• 디자인등록 : 제30-0500169호 외 3개               



      보유기술 및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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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술 및 특허 



㈜ 하라테크는 사람을 먼저 연구하는 기업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www.harachair,co,kr    T. 02-3452-8410.    

http://www.harachair,co,kr/
http://www.harachai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