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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의자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의자의 1실시예의 측면도.

제2도는 제1도에 나타낸 의자의 정면도. 

제3도는 제1도 및 제2도에 나타낸 의자의 배면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의자의 다른 실시예의 측면도. 

제5도는 본 발명에 의한 또다른 실시예의 측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의자 

2 : 받침대(pedestal) 또는 시이트캐리어(seat carrier)

3 : 시이트부재(seat member)              4 : 백부재(back member)

5 : 레버                                               5A,5B : 레그

6 : 시이트셀(seat shell)                       7,8,9 : 가요성 영역(flexible areas)

11,12 : 볼트                                        13,14 : 슬롯(slot)

15 : 암(arm)                                       16 : 축

17 :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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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접속링크가이드(connecting link guide)

19 : 부싱베아링(bushing type bearing)

20 : 디스크

 21 : 제동기구(braking mechanism)    

 23 : 크로스브레이스(cross brace) 또는 웨브

 24 : 조절부재                                          24A,24B : 레그

 25 : 볼트                                                 26 : 웨브

 27 : 핀                                                    28 : 플레이트(plate)

 29 : 슬롯                                                 30 : 볼트

 31 : 핀                                                     32 : 슬롯

 34 : 나사상 볼트                                       35 : 레버

 36 : 중간조절부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의자의  시이트캐리어(seat  carrier)  전단(front  edge)  가까이  있는  피벗점(Pivot  point) 
주위를  회전할  수  있게  지지되는  시이트부재(seat  member)와,  그  시이트캐리어에  축으로  회전할  수 
있게  지지된  하나  또는  수개의  레버에  연결되고,  그  피벗점에서  간격을  둔  백부재(back  member)를 
가진  의자에  관한  것으로,  그  레버는  그  백부재를  경사지게  할  때  미리  설정된  관계에  의해  동시에 
그 시이트부재가 경사지도록 그 시이트캐리어에서 그 시이트부재와 연결되어 있다.

상기 타입의 시이트는 스위스 특허 제 529,537호의 실시예에서 공지되어 있다.

그  시이트의  백(back)의  그  의자에서  전면  회전  베아링(front  swivel  bearing)주위를  회전할  수 있
게  지지되어  있고,  반면에  그  백부재는  레버를  통하여  그  시이트캐리어에  회전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다. 그 백부재 사이의 연결은 곧 그 백부재의 레버가 한다.

그  시이트부재는  그  백부재가  경사지게  될때  특정량  만큼  낮아지도록  조절부재에  의해  그 시이트부
재가 나타난다.

이와  동일한  배열구조가  서독  실용신안  8417429에  공지되어  있다.  여기서,  그  차이가  그  백부재의 
레버에만 있으며,  그  레버는 그  시이트부재와 직접 회전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고 반면에 그 조절부
재는  그  레버와  시이트캐리어의  사이에  배치된다.  여기서  또  그  시이트부재의  경사에  의해  특정의 
등경사가 얻어진다.

의자는  특허공보  13316533에  공지되어  있으며,  여기서  그  백부재가  회전할  때에도  시이트백(seat 
back)의 경사가 발생한다.

이  실시예에서  그  조절은  서독  실용신안  8417429에  의해  슬라이딩  가이드로  대치시켜야  하며 한편으
로는  미리  설정된  관계에서  시이트와  백의  결합을  결정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시이트와  백의 레버
의 받침점(fulcrum points)이 서로 달라 균형을 이룬다.

위  공지된  의자  전체는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다.  즉,  그  요추영역(lumbar  vertebra  area  ; 腰椎領
域)에서  그  백의  지지체가  극히  특정된  시이트백의  경사에만  가장  적합하게  구성시킬  수  있고, 반면
에  여기서  변경된  시이트백  경사의  지지체가  더  경사져  있거나  더  평평하게  위치된  시이트백으로 구
성시킬 수 있어 위와 같은 의자는 불충분하다.

본  발명의  주목적은  그  시이트백에  의해  사용자의  등영역에서  요추의  지지체는  그  의자의  등  경사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각  시이트백이  경사질  때  그  지지체가  최적상태로  구성되도록  하여  앞서 설명
한 타입의 의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와같이  본  발명에  의해  구성한  의자에  있어서는  그  레버에  평행하게  구성하는  조절부재가  추가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백부재가  그  조절부재에  고정되고  동시에  시이트부재와  결합되며  그 조절부재
의  하단은  그  시이트캐리어나  시이트부재에  힌지되어  있다.  그  조절부재의  상단은  그  의자의 등
(back)의  요추영역에  힌지되어  있다.  그  백부재를  지지하는  레버와  또  그  조절부재는  서로  회전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백부재의  경사가  변화되는  경우  그  반대로  그  백부재  일부의  회전이 
추가로 발생한다. 

따라서,  대형  백경사가  있을  경우  그  요추영역에서의  지지체는  더  커지며,  동시에  더  경사지고  더 
직각인  백경사를  할  때  그  지지체는  감소된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  적당한  지지체는  각각  백경사를 
취할  때  구비된다.  그  레버  및  그  조절부재의  하부힌지  연결이  선로  간격을  두어  설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백부재의  형상에  있어서  적당한  변화를  얻을  수  없고,  그  조절부재와  그  레버가 
서로  회전할  수  있게  결합되므로  서로다른  받침점의  균형을  얻기  위하여  그  조절부재와  그  레버 사
이의 상대운동을 균형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상대운동의  균형은  접속링크가이드  또는   추가  조절부재에  의해  얻을  수  있고,  레버와 조절부재
를  서로  연결하거나  그  백에  연결된  조절부재를  그  시이트캐리어(  seat  carrier)에  접속한다.  그 백
부재에  연결된  조절부재의  힌지점과,  그  추가  조절부재의  길이와,  그  두  조절부재  사이에  있는 시이
트캐리어  또는  접속링크  가이드(connect  ing  link  guide)상의  힌지  위치를  선택함으로써,  그 접속링

7-2

특1993-0006147



크가이드는  또  조절부재와  시이트캐리어  사이에  위치시킬  수  있고,  그  요추영역에서  사용자의 등
(back)의 형상 변화 크기를 결정지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그  추가  조절부재  또는  접속링크가이드를  그  조절부재와  그  레버  사이에 배
치시켜  그  접속링크가이드의  경사  또는  조절부재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체위의  크기를  서로 달리하
여 그 의자의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첨부도면에 따라 자세히 설명한다.

제1도  내지  제3도에  나타낸  의자  1에는  시이트캐리어(seat  carrier)  또는  받침대(pedestal)  2를 가
지며,  시이트부재(seat  member)  3이  그  시이트캐리어 2에  힌드할 수  있게 또  회전할 수  있게 접속되
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  그  시이트부재  3은  직립의  백부재(back  member)  4와  일체로  연결되어  있다.  L형상의 
시이트셀(seat  shell)  6이  구비되어  있어,  신축성  있게  충분히  구성되며,  가요성영역(flexible 

areas) 7, 8, 9를 가진다. 

그  시이트부재  3은  그  시이트셀  6의  하나의  레그(leg)에  부착되며,  그  백부재  4는  그  시이트셀  6의 
다른 레그에 부착되어 있다.  L형상의 레버 5는 백부재 4에,  즉  가느다란 슬롯 13,  14에  수용되는 두 
볼트 11, 12에 의해 고정되며, 그 슬롯 13, 14는 그 직립의 레그 5A상에 그 레버 5를 구비한다. 

이와같은 구성에 의해 그  백부재 4는  그  레버 5에  대한 상대회전에 대항하면서 고정되어 있다. 따라
서, 그 레버 5의 직립레그의 길이방향축으로 그 백부재 4가 이동할 수 있다.

레버  5의  다른  레그  5B는  시이트캐리어  2의  암(arm)  5상에서  회전할  수  있게  지지되어  있으며,  또 
회전축  16  주위를  회전할  수  있게  지지되어  있다.  볼트  17은  시이트부재  3에  고정되어  그  레버  5에 
구성된 접속 링크가이드(connecting link guide) 18내에 수용되어 있다.

그 백부재 4가 후방으로 회전할 때 레버 5가 또 그 시이트캐리어 2의 회전하는 축 16  주위에서 후방
으로  축회전하며,  그  접속링크가이드  18내에  수용되고  그  시이트부재  3에  고정된  볼트  17에  의해  그 
시이트부재  3을  그  회전축  16에  따라  지지한다.  회전축  16에서  그  볼트  17까지의  거리를 선택함으로
써 그  백부재 4의  경사에 대하여 시이트부재 3의  경사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1  :  2의  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이트백 경사도 2°의 경우 1°의 시이트백 경사도가 발생한다.

특히,  제2도에서  보는  바와같이,  회전축  16은  중공의  부싱(bushing  type)  베아링  19에  회전할  수 있
게  지지되어 있다.  디스크 20은  그  회전축 16에  고정할 수  있게  배치되어 있고,  그  디스크 20은 제
동기구  (braking  mechanism)  21에  의해  고정시킬  수  있다.  그  축은  토션로드(torsion  Rod)로서 구성
되어 있으며, 부싱베아링 19에서 중심방향 회전에 대하여 고정할 수 있게 유지되어 있다.

그  초기응력과  그  회전축  16의  회복모멘트(restoring  moment)가  나사상  볼트  34(제1도)에  의해 조절
되며,  그 볼트 34는  레버 35에  의해 그 토숀로드(torsion  Ro  d)상에서 작동된다.  초기에 그 축 16에 
가한  장력에  따라  그  백부재를  축회전시키는데  필요한  힘을  변경시킨다.  따라서  그  피벗  특징은  이 
기구에 의해 사용자의 중량으로 조절시킬 수 있다.

제2  및  3도에서와  같이,  그  백부재는  그  시이트부재와  그  백부재의  양측에  배치되며,  측방향으로 간
격을  둔  두  레버  5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  이들  레버와  또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  또는  조절부재 
24가  그  시이트부재와  백부재  영역내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시이트부재와  그 백
부재의 영역 중심방향으로 배치된 하나의 레버만을 사용할 수 있다.

제3도에서와  같이,  그  의자의  양측에  배치된  두  레버  5가  웨브(web)  또는  크로스브레이스(cross 
brace)  23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그 웨브 23은 다수의 스크류에 의해 그 의자 1의 시이트셀 6에 고
정되어 있다.  웨브  23은  볼트  11,  12를  가지며,  그  볼트는 레버 15의  슬롯  13,  14내에서 이동할 수 
있게  배치되어  있다.  그  웨브  23을  제거시킬  수도  있고  시이트셀(seat  shell)의  부품으로  대치시킬 
수 있다.  L형  조절부재 24는  그 하단과 레그 24B의  일단에서 그 시이트부재 3의 볼트 17에  힌지도록 
지지되어  있다  .  그  반대단부  또는  다른  레그  24A의  단부가  그  상부단부에서  그  백부재  4에  접속된 
볼트 25에 연결되어 있다.

제3도는  웨브  26에  접속된  볼트  25를  나타내며,  그  웨브  26은  그  요추(lum  bar  vertebra)의 영역에
서 그 백부재 4에 고정되어 있다. 그 웨브 26은 그 시이트셀 6의 일부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핀 27
은  그 조절부재 24에  고정되고 그 핀은 레버 5의 구멍을 관통하여 구성되어 있다.  플레이트 28은  그 
구멍의 영역에서 레버에 고정되고 그 플레이트는 가느다란 슬롯 29를 그 안에 갖고 있다.

그 플레이트 28  자체는 볼트 30의  축 중심에서 이동할 수 있게 축으로 배치되거나 또는 지지되어 있
다.

그 볼트 30의 축 주위에 있는 플레이트 28의 횡방향은 핀 31에 의해 구성되고, 그 핀은 플레이트 28
에  고정되어  레버  5의  아아치형  슬롯  32내에  수용된다.  그  플레이트  28내의  슬롯  29의  위치를 변경
시킴으로써  그  볼트  25와  백부재  사이의  상대운동  크기,  즉  요추지지(lumbar  vertebra  support)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하게  서로  다른  신체  형상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볼트의  축주위를  회전할  수  있는 플
레이트  대신에  이와  대응될  수  있게  형성된  리세스내에서  회전되는  원형  플레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
다.

제1도는  시이트구조의  두  제한위치를  나타낸다.  실선으로  나타낸  백부재  4의  경사진  직립위치에서는 
더  작은  요추지지만이  필요하게  된다.  반면에  그  요추지지의  필요성은  그  백부재가  크게  경사질 경
우  더  커지며,  이  위치에서  요추지지가  정확하게  된다.  레버  5와  조절부재  24  사이의  힌지점(hinge 
points)을  그  시이트캐리어에  인접하여  또는  그  시이트부재와  그  등영역(back  region)에서  알맞게 
선택하고  ;  또  그  조절부재  24와  그  레버  5를  서로  결합함으로써  시이트부재와  백부재의 스폿-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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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sport-  synchronous  adjustment)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백부재가  축회전하여 사용
자의 상부 신체가 그 백부재에 지지되어 위치를 정할 때 상대운동은 그 의자의 뒤와 그 사용자 신체
의 뒤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제4도에  나타낸  실시예에서,  동일한  부품은  동일한  부호를  나타낸다.  제1도에  의한  실시예와의 차이
는 시이트 부재 3에서만 있고,  그  백부재 4는  여기서는 일편(一片)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서로 분
리되어 있다.  이  경우,  탄성시이트셀 또는 유연한 영역을 가진 셀을 구성시킬 필요가 없다.  그 의자
의  구조와  조절부재와  레버의  서로간의  접속은  제1도  내지  제3도에  의한  실시예에  의해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제5도에 나타낸 실시예에서 동일부품은 동일한 부호를 나타낸다.

제1도  내지  제4도에  의한  실시예의  차이는  레버  5를  그  조절부재  5에  결합시키는데  있어  핀재를 수
용하는  가느다란  슬롯  29를  통해  발생하지  않고  중간조절부재  36을  통하여  발생한다.  이 중간조절부
재  36은  그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조절부재  36은  인장고정(tension 
lock)의 형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  중간조절부재  36과  레버  5  및/또는  조절부재  24  사이에서  다수의  선택적인  힌지점을 제공
함으로써  추가로  조절할  수  있다.  가느다란  슬롯  29를  가진  플레이트  28에서와  같이  레버  5와 조절
부재 24를 동일한 정도의 안내에 의해 조절을 할 수 있다.

제1  내지  제5도에  의한  실시예에서  두  레버  5가  시이트백(seat  back)에  측방향으로  간격을  두어  그 
시이트셀 6의  상부영역에 고정된 웨브 23을  통해 서로 접속되어 있다.  두개의 측방향 레버 5가 절대
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또  시이트셀  6에  대하여  중심방향으로  배치된  레버  5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시이트셀의 상부 영역에서는 동일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이  특정의 실시예에 의해 그  레버  5는  그  시이트셀 6의  전체  또는 적어도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형
성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레버 5는  그  상부영역에서 그  시이트셀 6에  연결되어 있다. 그
러나,  그  레버는  제1도  내지  제5도의  실시예에서  의자의  백의  단부(terminal  end)를  형성한다.  그 
시이트부재에  의해  형성되는  레버의  레그는  2개의  각  레버에서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레버
는  힌지되게(hingedly)  받침대(pedestal)  2에  연결되어  있다.  배면에서와  같이  레버  5의  구조는  그 
작용효과에 있어 하등의 변화가 없으며, 제1도 내지 제5도에 의한 실시예에서 동일하다.

본 발명에 의한 의자의 제조에 있어 광범위한 구조로 이와같은 배열로 함으로써 잇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이트부재(seat  member)를  구성하여  그  시이트부재가  그  의자의  시이트캐리어(seat  carrier)에 대
하여  상기  시이트부재의  전면단  영역의  회전점(swivel  point)  주위를  축으로  회전할  수  있게 지지되
어  있으며,  또  백부재(back  member)를  구성하여  그  백부재가  그  시이트캐리어상에  축으로  회전할  수 
있게  지지된  적어도  하나의  레버에  접속되고,  상기  회전점에서  간격을  두어  배치되며,  그  백부재의 
경사가  동시에  발생할  때  미리  설정된  단계에서  그  시이트부재가  경사지도록  축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  그  시이트부재에  접속된  의자에  있어서,  상기  레버와의  결합점  아래의  백부재에  조절부재의 일
단이  힌지(hinge)되고,  그  조절부재의  타단이  제  1축의  상기  시이트캐리어에  또는  제  2축에서 간격
을 둔 상기 제 1축의 상기 시이트부재에 힌지되며 ;  상기 레버와 상기 조절부재는 서로 힌지되게 연
결되고  ;  상기  조절부재와  상기  시이트캐리어  사이에  또는  상기  시이트부재상의  상기  제  1축이나 상
기  조절부재와  상기  레버  사이의  힌지된  결합은  접속요소(connecting  element)를  구성시켜  그 결합
점에서  상기  레버와  상기  조절레버  사이,  또는  상기  시이트캐리어  또는  상기  시이트부재에서  상기 
제어부재와 접속점 사이의 상대운동을 촉진시킴을 특징으로 한 상기 의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요소는  가느다란  슬롯을  가진  플레이트(plate)를  구성하며,  이동할  수 있
게 핀(pin)을 수용함을 특징으로 한 상기 의자.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트에는  자지수단이  구성되고,  상기  레버  또는  상기  제어부재에  대하여 
상기 슬롯이 그 경사의 조절을 촉진시킴을 특징으로 한 상기 의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요소가  중간조절(intermediate  control)  부재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 상
기 의자.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조절수단은  상기  중간조절부재의  길이  및/또는  그  접속점의  조절은  용이하게 하도
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 상기 의자.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접속링크가이드(connecting  link  guide)가  상기  레버에  구성되고  그 접속링크가이
드내에 상기 시이트부재상에 배치된 볼트를 수용함을 특징으로 한 상기 의자.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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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부재는 상기 볼트에 힌지됨을 특징으로 한 상기 의자.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핀이  상기  조절부재에  고정되고,  상기  핀이  상기  레버에  고정된  플레이트의 가느다
란 슬롯내에 수용시킴을 특징으로 한 상기 의자.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트는  상기  레버에  축으로  회전할  수  있게  고정시킴을  특징으로  한  상기 
의자.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이트부재와  상기  백부재는  일편(one  piece)으로  형성되고  유연한  재질로 구
성되며,  상기  백부재는  상기  레버에  대하여  회전할  수  없게  고정되고,  또  길이방향으로  상기  레버에 
대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한 상기 의자.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제동기구(braking  mechanism)가  구성되어  상기  레버가  상기  시이트캐리어  2에 축으
로 회전할 수 있게 접속되는 제1피벗축(pivot axle)에 접속시킴을 특징으로 한 상기 의자.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축을  토숀스프링로드(torsion  spring  rod)로  구성시킴을  특징으로  한  상기 
의자.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백부재의  영역에서  상기  레버가  상기  백부재의  높이  및  폭을  초과하여 형성되
고 그 의자가 그 배면쪽으로 대향하여 평평하게 함을 특징으로 한 상기 의자. 

청구항 14 

제13하에  있어서,  그  백부분(back  part)에서  평평한  상기  레버는  두개의  각  레버의  상기  시이트부재 
아래에서 종료됨을 특징으로 한 상기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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