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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 발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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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 무역협회 주관 대한민국 발명 특허 대전 동상 수상

      (한국무역협회) 

07.  지식경제부 웰빙 친화적 R/D 기술개발 과제 수행(정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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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G12008-095

11.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서 취득(ICR)

12.  대한민국 발명 특허 대전 은상 수상(특허청)

08.  하라테크 상표권 태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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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과제(2016년 종료 80억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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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걸어온 하라체어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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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외 조달시장 PQ 기업 지정서 취득(조달청)

05.  수출 누적 1,000만불 달성

07.  독일 Fa. Haratech GmbH 사와 수출 계약

09.  하라테크 상표권 독일 등록

12.  미국 Harartech Llc사와 수출계약

03.  환국 환경 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서 획득(제11879호)

06.  주한미군 상공회의소 의자 7대 기증( 사회적 기여)

07.  K-마크(HR06-DTL1 등 12모델) 제품 품질 인증서 획득(KTL)

11.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서 취득(ICR)

11.  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서 취득(ICR)

12.  조달우수제품 지정

01.  서울시의 ‘하이서울 브랜드’지정업체로 선정

07.  일본 큐슈 오가와 가구전시회 참가

09.  상해국제가구전시회 참가

10.  SBS,MBC 지상파 방송광고 시작

11.  김포시 대곶면 자가공장 오픈식(창립11주년)

01.  신춘 일본규슈오카와 가구전시회 참가

03.  중국 광저우 CIFF 2016 가구 전시회 참가

07.  일본 큐슈오가와 가구전시회 참가

09.  중국 상해국제가구전시회 참가

10.  홍콩 메가쇼 (Part 1) 참가

02. 킨텍스 경향하우징페어 참가

04. 코리아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05. 두바이 인덱스전시회 참가

06. 일본이노우에 사무용가구판매회사 계약체결

07. 2017 카타르 싱가포르 수출 컨소시엄 참가

08. 일본 이시하라 수출계약

11. G-Fair 가구 전시회 참가

11. K마크 인증

01. 일본 신춘큐슈오카와 가구전시회

02. 경향하우징 페어 참가(킨텍스)

04. 일본 큐슈오카와 가구전시회 참가

08. 킨텍스 국제가구전시회 (코펀) 참가

09. 일본 큐슈 오카와가구전시회 참가

11. 하라41, 하라51 신제품 론칭

11. 하라테크 창립 14주년 행사

01. 일본 신춘오카와 가구전시회 참가

03. 동아전람 가구전시회 참가 AT센터

05. MBC건축, 홈인테리어전시회 참가 킨텍스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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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과학과 첨단 디자인이 접목된 사무용가구의 꽃

HARA CHAIR is Healthy & Relax

명품은 애써 드러내지 않아도 

그 명성과 후광만으로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라체어는 과학과 첨단디자인이 접목된 사무용가구의 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명성과 품격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의자는 첨단메커니즘의 과학입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시장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의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대인의 허리 건강을 위해 

의자는 어떠해야 할까요? 

단순한 듯 단순하지 않은 곡선과 간결하고 

명쾌한 직선의 완성으로 보여지는 

편안함으로 최상을 추구하는 하라체어입니다.

김 선 환
(주)하라테크 대표이사

한 국 의 자  박 물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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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패

인증현황

인증서

조달우수제품지정 특허 ISO 9001/14001

   

   

K마크인증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

 

미국특허
US 741625382

발명특허
제10-0826365호

발명특허
제10-0654918호

K마크인증서(성능)
PG 12008-095

국제특허
PCT/WO03/034870 A1

발명특허
제0397267호

실용신안
제0260631호

디자인등록증
제30-0527067호

의장등록
제0349053호

상표등록
제40-0656512호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ISO 14001-2004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ISO 9001-2000

일본특허
no. 4546957

환경표지인증서
제7070호

요추받이가구비된의자용등받이특허증
제10-1105780호

서울하이브랜드기업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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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립선 비대

② 인체 장기와 전립선 위치

③ 전립선 질환

④ 거북목 현상

⑤ 정상 척추 모형도

⑥ 골반의 후방 회전과 척추 변화

⑦ 추간판 탈출과정

⑧ 디스크 탈출 자기공명 영상

⑨ 척추 전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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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비대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사람이 직립하면서, 인체의 장기가 상에서 하측으로 무게가 이동 → 발생

·200년 전부터 시작한 의자 생활이 상에서 하측으로 누르는 무게, 하측에서 막고 있는 의자 좌면에 의해

전립선, 방광을 압박함

전립선과 의자?

·여러 요인 중에서 의자에 의한 전립선 압박을 원인으로, 전립선 비대 증상을 유발 요인 중 한가지

전립선

방광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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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장기와 전립선 위치

·방광의 위치(하측 노랑색)

·방광 아래 전립선 위치함

신장

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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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질환

·정상 전립선

·남성 고환(34.5℃)

·인체 온도(36.5℃)

·남성 고환 온도는 인체의 온도차 2℃

·전립선 비대 증상

·전립선이 부풀어 올라 요도를 막고 있는 

현상 –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전립선염)

·전립선 암

·전립선에 암세포가 발생 배뇨 방해

전립선

전립선
비대

전립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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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목 현상

정상 자세

(바른 자세)

거북목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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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CHAIR THINK

바른자세
바른의자 하라체어!

의자의 기능을 인간의 몸에 맞춘다?
하라체어의 창의적인 생각

현대의 의자생활은 피할 수 없는 일과가 되어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하루에 6~8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있는 현대인

의 생활은 골반주위 혈액 흐름에 치명적 손상을 주어 ①치

질(의료 보험공단 통계 수술 환자 수 1위, 약 20만명:2002

년), ②성장 장애, ③전립선 질환, ④항문 주위의 피부병, ⑤

편두통, ⑥하체비만 등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치질 환자의 경우 그 병세가 심할 경우에는 의자에 앉

아있지 못할 정도로 환부의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 삶의 치명적인 고통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자생

활을 하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치질을 누구나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의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숙명적인 결과

라고 보여지나, 우리가 창조적인 발상을 하여 의자의 기능

을 인간의 몸에 맞춘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리라 보여

집니다.

하라체어의 디자인은 “행복한 삶”입니다.

(주)하라테크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바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의자 구조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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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목 현상

·골반의 후방회전 � 요추의 전만이 무너짐 � 머리가 전방으로 이동 

� 구부정한 자세로 변화 � 머리(귀부분)가 어깨 기준선보다 5°이상 

전방으로 위치하면 거북목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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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척추 모형도

척추 전만, 후만각

35°

40°

40°

45°

경추각

흉추각

묘추각

천골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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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의 후방 회전과 척추 변화(거북목, 추간판 탈출)

·골반의 후방 회전으로

요추의 전만이 무너짐

·골반의 후방 회전으로 요추의

전만이 무너지기 시작

·골요추의 전만이 무너지고

디스크의 모양의 변화, 후방으

로 디스크 열림, 거북목 현상

·디스크 탈출 전조증상

·거북목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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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디스크) 탈출과정

·정상 요추 ·척추 전만 무너짐(골반 후방회전)

·디스크 뒤쪽 열림

·디스크 탈출 증상

·추간판(디스크) 탈출 위험(구부정한 자세)

·충격을 주면 디스크가 탈출함

·추간판(디스크)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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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탈출 자기공명 영상

디스크 탈출 원인

척주 Vertebral column

시상면에서 바라본 척주의 정상 만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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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전만 변화

골반 후방회전 골반각 소실 요추각

전방회전 후방회전 운동중심축(천골)

요추각

중력축

천골장골관절

후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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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효과

사람을
먼저 연구하는 기업

하라테크!
인류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 골반과 척추의 균형 유지

편두통(偏頭痛)의 원인이 되는 경추의 어긋남

경추의 1번이 오른쪽 뒤로 비뚤어지면 오른쪽에 편두통이

일어납니다. 머리의 왼쪽에 편두통이 일어나는 것은 경추의

1번이 왼쪽 뒤로 비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골반의 토

대가 어긋나면 그 위에 서있는 척추는 S자 모양으로 휘어서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그 척추의 상단, 무거운 머리를 지탱

하고 있는 것이 경추이며 골반의 어긋남은 최종적으로 경추

1번이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라체어는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사

용자가 앉는 의자의 좌판이 사용자의 신체 형태에 따라 간

격 조절이 가능한 분할된 시트를 개발하여 제작했습니다.

즉, 시트를 2피스로 분할하여 골반의 양에 따라 좌우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척추의 토대가 되는 골반의 균형을 유

지시켜 척추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3. 골반과 척추의 균형 유지

항문(肛門) 주위의 여러 가지 질환 예방

개인의 체형에 맞는 정확한 골반의 위치와, 항문주위의 혈

액순환 및 통풍을 원활히 시켜 줌으로서 장시간 의자에 앉

아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항문 주위의 여러 가지 질

병을 예방 할 수 있고, 치질 환자의 경우에도 환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서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의자에 앉

아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라테크의 특허 원리를 이용하여 의자에 적용하면 장시

간 의자에 앉아 업무를 수행할 시 발생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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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1. 하체 비만의 원인 예방

척추이상의 원인이 되는 골반의 어긋남

앉음의 역학은 인체를 지탱하는 시스템과 골격 구조를 규명

함으로서 보다 더 명확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

을 때 체중의 50%가 전체 좌면의 8%에 지나지 않는 좌골

결절의 바로 아랫부분과 그 주위에 집중됩니다. 

의자의 설계는 앉는 사람의 체중이 좌골 결절에 의해 지지

되면서 하중을 넓은 범위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등과 좌판

의 각도 즉, 좌우골반의 각도를 치골궁(恥骨弓)이라고 하는

데 남성은 65도. 여성은 85도로 되어있어 이 각도에 맞게 좌

판이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골반은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자신의 체중을 지탱

하는 아주 중요한 뼈로서 좌우 골반간격이 넓어지면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 식생활과는 무관하게 뼈에 많은 살이

붙게되어 하체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하라체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자의 기능을

인체 공학적으로 개발함으로서 좌우 골반의 각도를 원래대

로 보전하여 하체비만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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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멀티
DT2-T
W610×D660×1110~1180

닥터 V5 (Doctor)
DT2-V
W610×D660×1110~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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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 UDV (Nietzsche)
NT2-UDV
W640×D690×H1110~1230

니체 H (Nietzsche H)
NT2H-T
W640×D690×H1110~1230

니체 LB (Nietzsche)
NT2LB-V7
W640×D690×H11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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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 T (Pascal)
PS2-T
W640×D690×H1110~1230

파스칼 V7 (Pascal)
PS2-V7
W640×D690×H1110~1230

하라체어,
바른자세의 시작입니다.

허리와 골반을 보호하는 건강의자

의자의 본질을 과학으로 만든 하라체어 탄생
인체공학적 분리형 좌면으로 바른자세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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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스 (Thales)
TL2-S
W610×D660×H1100~1250

뉴탈레스 (New Thales)
TL2-T
W610×D660×H1100~1200

우르스 (Uruus)
US2-V7
W640×D690×H1110~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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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저임페리얼
CS2-V
W670×D740×H1250~1390

시저임페리얼(H)
CSH2-V9
W670×D740×H1250~1390

시저임페리얼(HP)
CSH2-V9
W670×D740×H1250~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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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논 LB (Zenon)
ZN2LB-T
W640×D690×H1110~1230

세네카 (Seneacl)
SN2-T
W640×D650×H115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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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핀H (Dolphin H)
DH2-T
W620×D640×H1180~1250

미라클 LB (Miracle)
MR2LB-T
W600×D640×H98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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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후레쉬V5 (Doctor Fresh)
DF2-V7
W610×D675×H1110~1180

엘리제 (Eylsee)
EL2-Special V
W630×D685×H1155~1225

하라테크-카다로그-본문-0529.qxp_레이아웃 1  2019. 6. 3.  오후 2:13  페이지 32



33과학과첨단디자인이접목된사무용가구의꽃

수출 천만불 달성한

세계속의 대한민국 대표의자

하라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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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51
HARA-51T
W640×D690×H1110~1250

하라 51
HARA-51T
W640×D690×H11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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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51
HARA-51T
W640×D690×H1110~1250

하라 51
HARA-51T
W640×D690×H1110~1250

하라 51
HARA-51
W640×D690×H98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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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41
HARA-41
W640×D690×H1110~1250

하라 41
HARA-41
W640×D690×H1110~1250

하라 41
HARA-41
W640×D690×H1110~1250

하라 41
HARA-41
W640×D690×H1110~1250

하라 41
HARA-41T
W640×D690×H98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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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애 (Mugae)
MG2-S
W580×D550×H890~980

무가애 (Mugae)
MG2-S
W460×D650×H890~980

일상 생활에서 즐기는 
요가의 편안함

하라체어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드립니다.

하라체어는 앉았을때 골반 부근에 압력이

분산되어 이상적인 각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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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에릭
HARA AR
W570×D500×850

하라에릭
HARA AR
W570×D500×850

하라에릭
HARA AR
W570×D500×850

하라에릭
HARA AR
W570×D5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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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란LB (Heran LB)
HR2LB-T
W610×D660×H1130~1250

하라 BC
HR2-T
W610×D660×H1130~1250

시에르V7 
CR2-V7
W640×D690×H1180~1250

시에르V (Ciar) 
CR2-V
W640×D690×H118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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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차밍
HRCH-2
W430×D470×H720~810

하라 29
HR29
W430×D470×H720~810

하라 J
HRJ-2
W430×D470×H720~800

하라 D (HARA D) 
HR2-D
W430×D470×H7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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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  션

기  능

팔걸이 (V5, V1, S, M)

 

 

 

   

 

 

 

 

   

 
좌판(1판, 2판)

 

 

 

   

 

 

 

 

   

 

 

 

 

   

 

 

 

 

   

 

 

 

 

   

 

옵션 추가시에는

고객지원실(02-3452-8410)로

문의바랍니다.

압력 분산형 좌면 시스템

인체의 골반 구조처럼 의자의 좌면을 두 면으로
분리하여 골반부근에 집중되는 압력을 분산시켜
이상적인 자세를 유지 시켜 줍니다. 

 

 

 

   

 

헤드레스트 조절

사용자의 미세한 자세 교정이 가능하도록 머리
받이의 각도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옷걸이 탈부착 기능

실용적인 성형 옷걸이로 보관이 편리합니다. 

고객지원실(02-3452-8410)로
문의바랍니다.

좌면 상하 높낮이 조절 기능
사용자의 체형과 자세에 맞게 의자 높낮이를 조절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바르고 편안한 자세를 유
지시켜 드립니다.

옷걸이 탈부착 기능
실용적인 성형 옷걸이로 보관이 편리합니다.

우레탄 오발시스템
오발과 캐스터는 무거운 중량에도 견딜수 있는 부
품으로 사용되어 견고합니다.

등판 각도 조절 기능
사용자의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켜주며 의자를 뒤
로 젖힐 때 원하는 자세에서 단계별로 조정이 가능
합니다. 

팔걸이 높낮이 조절 기능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도
록 팔걸이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압력 분산형 좌면 시스템
인체의 골반 구조처럼 의자의 좌면을 두 면으로 분
리하여 골반부근에 집중되는 압력을 분산시켜 이
상적인 자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팔걸이 (V5, V1, S, M)

•좌판 (1판, 2판)

좌면 상하 높낮이 조절 기능

사용자의 체형과 자세에 맞게 의자 높낮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바르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 시켜 드립니다.

Option

Function
헤드레스트 조절
사용자의 미세한 자세교정이 가능하도록 머리받이
의 각도와 높이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옵션추가시에는고객지원실(02-3452-8410)로
문의바랍니다.

좌면 상하 높낮이 조절 기능
사용자의 체형과 자세에 맞게 의자 높낮이를 조절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바르고 편안한 자세를 유
지시켜 드립니다.

옷걸이 탈부착 기능
실용적인 성형 옷걸이로 보관이 편리합니다.

우레탄 오발시스템
오발과 캐스터는 무거운 중량에도 견딜수 있는 부
품으로 사용되어 견고합니다.

등판 각도 조절 기능
사용자의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켜주며 의자를 뒤
로 젖힐 때 원하는 자세에서 단계별로 조정이 가능
합니다. 

팔걸이 높낮이 조절 기능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도
록 팔걸이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압력 분산형 좌면 시스템
인체의 골반 구조처럼 의자의 좌면을 두 면으로 분
리하여 골반부근에 집중되는 압력을 분산시켜 이
상적인 자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팔걸이 (V5, V1, S, M)

•좌판 (1판, 2판)

등판 각도 조절 기능

사용자의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켜 주며 의자를
뒤로 젖힐 때 원하는 자세에서 단계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Option

Function
헤드레스트 조절
사용자의 미세한 자세교정이 가능하도록 머리받이
의 각도와 높이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옵션추가시에는고객지원실(02-3452-8410)로
문의바랍니다.

좌면 상하 높낮이 조절 기능
사용자의 체형과 자세에 맞게 의자 높낮이를 조절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바르고 편안한 자세를 유
지시켜 드립니다.

옷걸이 탈부착 기능
실용적인 성형 옷걸이로 보관이 편리합니다.

우레탄 오발시스템
오발과 캐스터는 무거운 중량에도 견딜수 있는 부
품으로 사용되어 견고합니다.

등판 각도 조절 기능
사용자의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켜주며 의자를 뒤
로 젖힐 때 원하는 자세에서 단계별로 조정이 가능
합니다. 

팔걸이 높낮이 조절 기능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도
록 팔걸이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압력 분산형 좌면 시스템
인체의 골반 구조처럼 의자의 좌면을 두 면으로 분
리하여 골반부근에 집중되는 압력을 분산시켜 이
상적인 자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팔걸이 (V5, V1, S, M)

•좌판 (1판, 2판)

우레탄 오발시스템

오발과 캐스터는 무거운 중량에도 견딜 수 있는
부품으로 사용되어 견고 합니다.

Option

Function
헤드레스트 조절
사용자의 미세한 자세교정이 가능하도록 머리받이
의 각도와 높이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옵션추가시에는고객지원실(02-3452-8410)로
문의바랍니다.

좌면 상하 높낮이 조절 기능
사용자의 체형과 자세에 맞게 의자 높낮이를 조절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바르고 편안한 자세를 유
지시켜 드립니다.

옷걸이 탈부착 기능
실용적인 성형 옷걸이로 보관이 편리합니다.

우레탄 오발시스템
오발과 캐스터는 무거운 중량에도 견딜수 있는 부
품으로 사용되어 견고합니다.

등판 각도 조절 기능
사용자의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켜주며 의자를 뒤
로 젖힐 때 원하는 자세에서 단계별로 조정이 가능
합니다. 

팔걸이 높낮이 조절 기능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도
록 팔걸이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압력 분산형 좌면 시스템
인체의 골반 구조처럼 의자의 좌면을 두 면으로 분
리하여 골반부근에 집중되는 압력을 분산시켜 이
상적인 자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팔걸이 (V5, V1, S, M)

•좌판 (1판, 2판)

팔걸이 높낮이 조절 기능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팔걸이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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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공공단체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재)한국조명연구원                               강원도 원주시 환경사업소 
경기도 덕양보건소                              경기도 일산소방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경상북도 안동소방서                             경찰수사연수원 
고용노동부                                        공주우체국                                          관세청 용당세관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교육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국립공원 지리산북부사무소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토해양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 위성항법중앙사무소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사무소 
국회사무처                                        군산우체국                                          대전 대덕우체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목포우체국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법무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법무부 충주구치소                              법원도서관                                          부산 금정우체국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부산지방우정청 통영우체국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북한산성사무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성분도복지관                                       소방방재청 
여수시청                                           외교부                                                용산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울산전파관리소                                  인천공항세관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전남지방우정청 북광주우체국               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전라북도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전주 우체국                                       지리산남부사무소                                 지식경제부 서울광진우체국 
지식경제부 거창우체국                        지식경제부 경북지방우정청                    지식경제부 경인지방우정청 
지식경제부 군포우체국                        지식경제부 대전대덕우체국                    지식경제부 보령우체국 
지식경제부 부산연제우체국                  지식경제부 부산지방우정청                    지식경제부 서대문우체국 
지식경제부 서울강북우체국                  지식경제부 서울광진우체국                    지식경제부 서울광진우체국 
지식경제부 서울동작우체국                  지식경제부 서울서초우체국                    지식경제부 서울양천우체국 
지식경제부 서울지방우정청                  지식경제부 서천우체국                          지식경제부 양산우체국 
지식경제부 우정사업정보센터               지식경제부 울산우편집중국                    지식경제부 의정부우편집중국 
지식경제부 정선우체국                        지식경제부 춘천우체국                          지식경제부 해운대우체국 
진도우체국                                        충청남도 홍성소방서                             충청지방우정청 공주우체국 
통일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운대우체국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단 및 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백암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충남 홍성지사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청주운전면허시험장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사무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한국전력공사 보성지점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인체를 가장 닮은
건강의자!  하라체어!
분리형 좌면으로 인한 압력분산 매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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