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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이즈 코리아 데이터 활용기업 소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의 편안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1979년부터 40년간 축적된 한국인인체치수
데이터를 보급하고자 ‘인체치수 정보의 활용 및 보급사업'에서 제품 및 생활공간 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 활용으로 산업계
혁신기술 동반성장 및 성과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이즈코리아에서 '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사이즈코리아의 인체표준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한국인 인체치수 정보의 활용 및 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사이즈코리아 인체표준 정보 최신 활용사례
소개입니다.

홈앤쇼핑

2012년 오픈한 케이블 채널 홈쇼핑 기업 홈앤쇼핑은 2019년부터

사이즈코리아 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홈앤쇼핑은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데이터를 활용한 ‘호칭별 인체

사이즈 스펙’체계를 구축하여 40~50대의 베이직한 디자인 아이템의

사이즈로 인한 반품/교환을 줄이고 해당 고객 대에 최적화된 당사만의

사이즈 기준을 수입, 재구매 유도를 통한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여름시즌 의류 상품군 반품율을 2019년 동기 대비 8.7% 줄였으
며 상품 안내 시 체감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사이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아울러 2020년 가을시즌부터

사이즈코리아의 데이터를 적용한 마네킹을 활용해 연령대와 사이즈,
인체 부위별 특징을 반영한 사이즈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케이에스스포츠

국내 자전거 브랜드 스타카토는 한국인의 변화한 인체치수를 반영한

자전거가 없는 국내 자전거 시장에 2019년부터 사이즈코리아 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데이터를 활용한 자전거를 개발하였다.

자전거는 인체치수와 밀접한 품목으로 한국인의 인체치수를 반영해야만
소비자가 편안한 자세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있는 자전거는 현대 한국인의 인체치수를 반영하지

못했거나 서양인의 인체치수에 적합한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소비자들이
고가의 금액을 지불하고 개인맞춤형 자전거 피팅 서비스를 통해 주문
제작한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스타카토는 사이즈코리아의 한국인인체치수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별
인체치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도움을 주고있다.

2020년 3월 출시되는 제품부터 사이즈코리아 데이터를 반영하여 1차
활용차종으로 여성용 시티바이크 24인치, 어린이용 20인치,

20대 성인타겟의 엠티비자전거, 20대 성인 타겟의 로드 자전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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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ML

리얼 아시안 핏을 선보이는 사이즈가 있는 안경 ‘XSML’은 안경을 다양한
사이즈로 생산하여, 더 편한 착용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안경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업이다.

2018년 사이즈코리아 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XSML은 로데오안경원이 수년간 쌓아온 페이스 데이터와 사이즈코리아

의 인체 표준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체 친화적인 안경

브랜드로서 한국인의 두형을 분석해 안경을 고객의 두상 데이터에 따라
6단계(XS, S, M. L, XL, XXL)로 나누어 생산, 판매한다.

XSML은 단순히 인체 친화적인 안경을 넘어,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안경들을 제작하고 있다.

휴테크산업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테크는 2017년부터 사이즈코리아에서 집대성한 한국인 인체 치수 데이터를 안마의자 설계에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디자인코리아 2018’에서 ‘인체치수정보를 활용한 디자인 세미나’의 우수 개발 사례
기업으로 참여했다. 휴테크는 한국인 직접측정 인체치수 데이터와 3차원 형상 데이터를 안마의자 설계에 활용하여
한국인의 몸에 맞는 인체공학적인 프레임을 설계하고 편안한 착좌자세를 제공하여 마사지 효율성을 높인 제품을
개발하였다. 앉은 어깨높이, 앉은 팔 꿈치높이, 앉은 오금높이 등 안마의자 핵심설계변수 9종을 설정해 한국인
인체지수 데이터를 제품 각 설계 변수에 적용하고 있다.

사이즈코리아 데이터가 활용된 안마의자인 카이 SLS9 카이 LS9 카이 SLS7 H9 가 휴테크 2019년 상반기 매출의
80%를 차지하였으며 휴테크의 인기 제품 6종이 사이즈코리아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해당 제품의 매출액은 2018년 대비 2019년 277.9%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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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이즈코리아 데이터 체계와 구조의 이해
사이즈코리아 DB 개요

사이즈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

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미래형 산업구조인 대량개별맞춤 구현을 위해 한국인 인체표준 정보 DB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직접측정, 3D측정, 동적측정, 근력측정 등 광범위한 인체측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체치수를 활용하는 KS 표준규격을위한 기초자료 제공
• 다양한 산업 요구에 부응하는 인체치수 자료 제공
• 체형의 변화를 고려한 인간공학적 제품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1차~7차 누적 측정자료

직접 측정 95,090명

3D 측정 10,884명

• 직접측정: 95,090명, 3D측정: 10,884명DB보유
• 기타 측정 으로 동적측정, 근력측정, 장애인측정 DB 보유

인체치수 측정 방법
사진수화법(Photo-digitizing System)

 IST 국민체위 조사팀에서 고안된 간접측정방법으로 신체 각 부위에 랜드마크를 하고 정면과
K
측면을 동시에 활영하고 디지타이저에 필름을 투시하여 인체의 각 부위를 좌표로 만들어 실제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

직접측정법

 틴(martin)식 인체측정기와 체성분 분석기, 각도기 등 기타 측정용 도구를 이용한 직접계측
마
방법에 의해 높이, 너비, 두께, 둘레, 길이치수와 각도를 측정. 측정복 착용후 측정에 필요한
기준점을 찍고 표준 측정방법에 따라 정밀하게 측정
웹DB에서 전신 머리, 손, 발, 등 측정치수 원자료 및 통계분석 자료제공

3D 측정

 차원 형상 자료는 스캐너로부터 얻어지며 인체의 실제 형상은 3차원 좌표치와 칼라값으로
3
구성됨. 측정 대상자는 측정복 착용 후 전신스캐너에서 표준 측정자세로 촬영
웹DB에서 전신 연령별 3차원형상과 치수데이터, 표준체형 및 체형분석 자료제공

동적 측정

산업체에서 인간공학적인 제품을 설계하는데 사용되는 동작 관련 35항목에 대해 조사
목굽힘범위, 몸통굽힘범위, 다리굽힘범위 등 항목별, 측정 인원별 검색후 통계결과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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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코리아 차수별 조사사업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주도하에 1979년부터 7차에 걸쳐 국민 표준체위조사를 실시하여 한국공업규격의 재조정 및 전 산업제품의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는 기반연구를 거쳐 5차부터 직접/동측정 시스템과 3차원 인체측정기를

사용하여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고품질 인체치수자료와 3차원 형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제품 설계 기술의 고도화에
필요한 자료를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979 1차

한국과학기술원

-직접측정, 간접측정(사진수화법)에 의한 조사
-의류, 신발, 교구류 등 46개 공산품에 대한 규격
제정
-28개 공장 KS 표시허가
-기성신사복 등 24개 품목에 대한 신체호칭 및
신체치수 표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86 2차

-마틴식 측정기를 이용한 직접계측방법에 의한
측정
-0~70세 80항목 조사
-KS K 0034 스웨터치수 등 41종 규격 제·개정

1992 3차

-마틴식 측정기를 이용한 직접계측방법에 의한
측정
-6-50세 대상 84항목 조사
-KS G 2016 학생용 책상 등 7종 제정

대한인간공학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의류학회

1997 4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마틴식 측정기를 이용한 직접계측방법에 의한
측정
-0~70세 대상 120개 항목 조사
-규격 제·개정을 위한 기초 통계 생산

2003~2004 5차

2010~2014 6차

-0~75세 대상으로 직접측정, 동적측정,
3차원형상측정 등 광범위한 인체 측정 자료수집,
측정의 고도화
-새로운 3D측정기술에 의한 국내최초의 한국인
3차원 형상자료 확보
-한국형 산업제품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제공
-의류제품 치수 표준화에 활용

한국디자인진흥원
동서울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한국표준연구소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재)아이패션비즈센터
동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2015 7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남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동서울대학교
한경대학교

-16~69세를 대상으로 6,410명을 직접측정
2014년 개발된 측정조사 프로토콜 사용
-3D 인체형상 서비스 플랫폼 구축
-디자인가이드 등 인체치수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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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4,016명 측정

직접측정

2010년 20~39세
2011년 7~12세
아동 청소년

2012년 40~69세
중장년, 노년
2013년 13~18
청소년
2014년 70~85세
고령자

3D 측정

사이즈코리아 인체측정 차수별 조사방법과 측정인원분포
1979

1차
조사항목 117

사진수화법

11개
직접측정

9,958
7,019

106

1992

직접측정

3차

직접측정

조사항목수 84
직접측정

4,530
4,356

5차

2003-2004

조사항목수 350

동적측정 35

1986
남: 9,958명
여: 7,019명

1997
남: 4,605명
여: 4,371명

0-6세: 263명
7-13세: 3,717명
14-19세: 2,396명
20-39세: 2,106명
40-50세: 494명

7,849

직접측정

6,684

직접측정 3D측정

139

2015

177

5,757

2010: 156개 2013: 160개
2011: 156개 2014: 199개
2012: 161개

7차

조사항목수 133
직접측정

직접측정

측정연령 0~49세

7,724

3,221

직접측정

12,559
9,089

직접측정

6,578
6,484

측정인원 15,573
남: 7,724명
여: 7,849명

측정연령 0~51세
0-6세: 2,794명
7-13세: 3,612명
14-19세: 3,273명
20-39세: 2,819명
40-69세: 2,362명
70-74세: 713명

측정인원 12,441
남: 6,684명
여: 5,757명

측정연령 0~74세
7-13세: 4,846명
14-19세: 3,717명
20-39세: 2,185명
40-69세: 1,693명

직접측정

3,192

4차

조사항목수 120

측정인원 8,976

205

조사항목수 338

75항목�실측
5항목�계산

0-6세: 3,846명
7-13세: 3,109명
14-17세: 2,333명
18-45세: 7,689명

3D측정

6차

직접측정

측정연령 0~44세

직접측정 119

2010-2014

조사항목수 80

측정인원 16,977

직접측정

2차

측정인원 6,413
남: 3,192명
여: 3,221명

측정연령 14~69세
16-19세: 1,924명
20-39세: 2,867명
40-69세: 1,622명

8

3D측정

2,568
2,600

3D측정

2,898
2,818

측정인원 21,648
남: 12,559명
여: 9,089명

측정연령 0~70세
0-6세: 2,953명
7-13세: 4,705명
14-19세: 8,643명
20-40세: 4,754명
41~70세: 593명

측정인원 13,062
남: 6,578명
여: 6,484명

측정연령 0~70세
0-6세: 2,550명
7-13세: 3,590명
14-19세: 3,685명
20-39세: 2,383명
40-70세: 854명

측정인원 5,168
남: 2,568명
여: 2,600명

측정연령 7~75세
7-13세: 708명
14-19세: 821명
20-39세: 2,073명
40-75세: 1,566명

측정인원 5,716
남: 2,898명
여: 2,818명

측정연령 7~85세
7-13세: 1,439명
14-18세: 1,263명
20-39세: 848명
40-69세: 1228명
70-85세: 938명

03. 제품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 측정항목 제안
2020 '사이즈코리아 데이터 활용 가이드 맵’은 현재 보급중인 14종의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품설계자가 자유롭게
목표 소비자층의 한국인인체치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항목을 제안하여 산업적 성과창출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이즈코리아에서는 기업이 제품을 기획하거나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14종의 제품별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제품별 인체치수 데이터 활용방안과 함께
제품 설계값 및 통계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사이즈코리아 데이터 활용 가이드맵’에서 제공한 사이즈코리아 웹사이트 링크와 연계하여 차수별 측정원자료 데이터,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용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7차 한국인인체치수 조사와 인체치수정보의 활용 및 보급사업

청소년용 안경 Size System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안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6 사이즈코리아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머리관련 제품 범용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 안경

제 7차 한국인인체치수 조사와 인체치수정보의 활용 및 보급사업

스마트글라스(Smart Glasses)
디자인 가이드라인

3. 머리관련 제품
- 마스크팩
- 고글
- 헬멧
- 모자

2018

사이즈코리아

인체정보를 활용한
손 관련 제품 범용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8

사이즈코리아

인체정보를 활용한
퍼스널모빌리티 디자인 가이드라인

ʹͲͳͻ

사이즈코리아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 기능성 베개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기능성 베개 디자인 가이드라인

- 안마의자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안마의자 디자인 가이드라인

6. 기능성 베개

2017 사이즈코리아

7. 안마의자

2017 사이즈코리아

8. 몸통부위제품
- 배낭
- 모션침대
- 허리띠

2017 사이즈코리아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몸통부위 제품 디자인 가이드라인

9. 손관련 제품

2018

사이즈코리아

- 등산스틱
- 헤어드라이기
- 텀블러
- 펜치

인체정보를 활용한
욕실공간 맞춤형 디자인 가이드라인

11. 퍼스널모빌리티 제품

ʹͲͳͻ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사이즈코리아

인체정보를 활용한
다리 관련 제품 디자인 가이드라인

13. 핸디형 청소기

ʹͲͳͻ

- 핸디형청소기(건타입)
- 핸디형청소기(바타입)

사이즈코리아

인체정보를 활용한
캠핑용품 디자인 가이드라인

9

- 스마트글라스

- 학생용 책걸상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학생용 책걸상 수 • 발주 가이드라인

- 수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장애인용 보조기구 디자인 가이드라인

2. 스마트글라스

4. 학생용책걸상

2016 사이즈코리아

5. 장애인용 보조기구

2016 사이즈코리아

핸디형 청소기 디자인 가이드라인

1. 안경

10. 욕실공간 제품
- 욕조
- 세면대
- 양변기
- 샤워기

12. 다리관련 제품
- 건식족욕기
- 다리보호대
- 종아리안마기

14. 캠핑용품
- 텐트
- 캠핑용 침낭
- 캠핑용 매트

1 1. 안경 제품 설계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측정항목
 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 안경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즈코리아 45항목의 3D 인체측정 기준점과 정의에 대한 이해, 안경사이즈
안
시스템의 개념 이해와 함께, 안경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인 전장, 브릿지, 탬플 등에서 추출된 대표인체치수 항목의 사이즈코리
아의 두상과 3D 인체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 대상 안경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사례를 제시

안경
인체 측정 항목
• 머리너비 [6차 3차원 머리/ 7차 직접]
• 귀바퀴사이너비 [6차 3차원 머리]
• 귀구슬사이너비 [6차 3차원 머리]
• 눈초리사이너비 [6차 3차원 머리]
• 눈동자사이너비 [6차 3차원 머리/ 7차 직접]
• 눈구석사이너비 [6차 3차원 머리]
• 눈살귀구슬수평길이 [6차 3차원 머리]
• 눈초리귀구슬수평길이 [6차 3차원 머리]
• 눈살뒤통수길이 [7차 직접]

머리너비

눈동자사이너비

눈구석사이너비

눈살귀구슬수평길이

2. 스마트 글라스 제품 설계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측정항목
스마트글라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 스마트글라스가 기능적 특성상 전자제품으로서의 회로, 배터리 등을 장착하는 것을 고려하여
스마트글라스의 주요 목표고객인 20-39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스마트글라스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안경의 설계요소 및 인체측정
항목을 설명하고 무게감과 인지차이 등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

스마트 글라스
인체 측정 항목

• 눈초리사이너비 [6차 3차원 머리]
• 머리너비 [6차 3차원 머리/ 7차 직접]
• 귀바퀴사이너비 [6차 3차원 머리]
• 귀구슬사이너비 [6차 3차원 머리]
• 눈살귀구슬수평길이 [6차 3차원 머리]
• 눈초리귀구슬수평길이 [6차 3차원 머리]
• 눈구석사이너비 [6차 3차원 머리]

관련 제품디자인 가이드라인

제품 관련인체측정보고서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안경 디자인 가이드라인:pp 2~46, 부록
(관련 링크)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4963
•스마트 글라스 디자인가이드라인 : pp 1~42, 부록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4964

눈초리사이너비

•제 6차 한국인 인체치수 3차원형상측정 조사사업 최종보고서 (2010)
- 3차원 머리 측정항목 : pp 64~68
- 3차원 머리 자동측정 항목별 통계표 : 부록3 pp 194~238 (20-39세)
(관련 링크) http://sizekorea.kr/board/article/view/4/1423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 : 측정항목 pp
34~79, 측정결과 pp 126~268 (16세~69세)
(관련 링크)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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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머리 관련 제품 설계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측정항목
머리관련 제품 범용 디자인 가이드라인 : 머리관련 제품 설계에 필요한 사이즈코리아 45개 항목의 3D인체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리형태를 5가지로 분류하여 마스크팩, 고글, 헬멧, 모자의 제품 설계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제품 설계 관련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정보 및 활용방안, 목표고객별 제품 설계값 및 통계분석 정보 제공
머리형태의 5가지 분류 : 코 귀 거치 안경형, 머리둘레 거치 모자형, 안면전체 가면형 , 안면-뒤통수 압박 고글형, 머리둘레 결착
헬멧형

마스크 팩
인체 측정 항목

• 이마시작-턱끝수직길이 [5차 3차원 머리]
• 머리마루코뿌리수직길이 [5차, 6차 3차원 머리]
• 얼굴수직길이 [5차 3차원 머리]
• 코뿌리코끝수직길이 [5차,6차 3차원 머리]
• 머리마루코밑수직길이 [5차,6차 3차원 머리]
• 머리마루입술수직길이 [5차,6차 3차원 머리]
• 귀구슬사이코뿌리회길이 [6차 3차원 머리]
• 눈구석사이너비 [5차,6차 3차원 머리]
• 눈초리사이너비 [5차,6차 3차원 머리]
• 코너비 [6차 직접/ 5차,6차 3차원 머리]
• 입너비 [5차,6차 3차원 머리]

이마시작-턱끝수직길이

코뿌리-코끝수직길이

머리마루 입술수직길이

귀구슬사이코뿌리(호)길이

관련 제품디자인 가이드라인

입너비

제품 관련인체측정보고서

•제 6차 한국인 인체치수 3차원형상측정 조사사업 최종보고서 (2010)
- 3차원 머리 측정항목 : pp 64 ~ 68
- 3차원 머리 자동측정 항목별 통계표 : 부록3 pp 194~238 (20-39세)
(관련 링크) http://sizekorea.kr/board/article/view/4/1423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 : 측정항목 pp
34~79, 측정결과 pp 126~268 (16세~6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96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머리관련 제품 범용 디자인가이드라인 :
마스크팩: pp 44~56
(관련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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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글
인체 측정 항목
• 눈초리사이너비 [6차 3차원 머리]
• 머리너비 [6차 3차원 머리]
• 머리마루- 코끝수직길이 [6차 3차원 머리]
• 머리마루 -눈살수직길이 [6차 3차원 머리]

• 눈살-귀구슬수평길이 [6차 3차원 머리]
• 눈초리귀구술수평길이 [6차 3차원 머리]
• 코너비 [6차 3차원 머리]
• 코뿌리-코끝수직길이 [6차 3차원 머리]

헬멧
눈살-뒤통수돌출
수평거리(머리두께)

머리마루-귀구슬점
직길이

머리너비

눈살귀구슬수평길이

인체 측정 항목
• 머리둘레 [6차 3차원 머리/7차 직접]
• 머리너비 [6차 3차원 머리/7차 직접]
• 눈살-뒤통수돌출수평길이 (머리두께)
[6차 3차원 머리]
• 머리마루- (오른쪽)귀구슬점수직길이
[6차 3차원 머리]

모자
머리둘레

머리마루-눈살수직길이

코뿌리-코끝수직길이

코너비

인체 측정 항목

• 머리둘레 [6차 3차원 머리/7차 직접]
• 머리너비 [6차 3차원 머리/7차 직접]
• 머리마루- 눈살수직길이 [6차 3차원 머리]

관련 제품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머리관련 제품
범용 디자인가이드라인 :
고글: p 29, pp 36~39, pp 57~65
헬멧: p 30, pp 40~41, pp 66~71
모자: p 31, pp 42~3, pp 72~76
(관련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545

제품 관련인체측정보고서

•제 6 차 한국인 인체치수 3차원형상측정 조사사업 최종보고서 (2010)
- 3차원 머리 측정항목: pp 64~68
- 3차원 머리 자동측정 항목별 통계표: 부록3 pp 194-238 (20~3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1423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 : 측정항목 pp 34~79,
측정결과 pp 126~268 (16~6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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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용 책걸상 설계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측정항목
학생용 책걸상 디자인 가이드라인: 학생용 책걸상 수, 발주 현황 분석, 제품 설계변수를 설명하고 있으며,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정보 및 활용방안, 목표고객별 제품 설계값 및 통계분석 정보 제공

학생용 책걸상

인체 측정 항목
• 앉은엉덩이너비 [6차,7차 직접]
• 앉은엉덩이 오금수평길이 [6차,7차 직접]
• 앉은오금높이 [6차,7차 직접]
• 앉은팔꿈치높이 [6차,7차 직접]
• 앉은넙다리높이 [6차,7차 직접]
• 앉은무릎높이 [6차,7차 직접]

앉은엉덩이너비

앉은엉덩이오금수평길이

앉은오금높이

앉은팔꿈치높이

앉은무릎높이

관련 제품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학생용 책걸상 수∙ 발주 가이드라인 (초등학생: 만 7세~12세 용): pp 5~72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02
제품 관련인체측정보고서

•제 6차 한국인 인체치수 직접측정 조사사업 보고서 (2010)/ 측정항목: pp 532~656,측정통계치: pp 84~405 (7~6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1514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 /측정항목 pp 34~79, 측정결과 pp 126~268 (16~6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96

13

5. 장애인용 보조기구 설계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측정항목
장애인 보조기구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설계에 필요한 제품 설계요소를 분석한 연구자료를
제안하며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정보 및 활용방안, 목표고객별 제품 설계값 및 통계분석 정보 제공

수동 휠체어

인체 측정 항목

앉은어깨높이

• 앉은엉덩이너비 [6차,7차 직접]
• 앉은엉덩이 오금수평길이 [6차,7차 직접]
• 앉은오금높이 [6차,7차 직접]
• 앉은팔꿈치높이 [6차,7차 직접]
• 앉은넙다리높이 [6차,7차 직접]
• 앉은무릎높이 [6차,7차 직접]

전동 스쿠터/전동 휠체어
인체 측정 항목

• 앉은엉덩이너비 [6차,7차 직접]
• 가슴너비 [6차,7차 직접]
• 앉은어깨높이 [6차,7차 직접]
• 머리둘레 [6차,7차 직접]
• 앉은엉덩이오금수평길이 [6차,7차 직접]
• 앉은목뒤높이 [6차,7차 직접]
• 머리너비 [6차,7차 직접]
• 팔꿈치사이너비 [6차,7차 직접]
• 앉은팔꿈치높이 [6차,7차 직접]
• 앉은오금높이 [6차,7차 직접]

관련 제품디자인 가이드라인

제품 관련인체측정보고서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장애인용 보조기구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동휠체어: pp 10-41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pp 42~61
(관련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12

팔꿈치주먹수평길이

•제 6차 한국인 인체치수 직접측정 조사사업 보고서 (2010)/
측정항목: pp 532~656,측정통계치: pp 84~405 (7~6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1514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 /측정항목
pp 34~79, 측정결과 pp 126~268 (16~6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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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능성 베개 설계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측정항목
기능성 베개 디자인 가이드라인: 다양한 기능성 베개 형태 중 기본 형태인 컨투어 베개형태(머리와 경추 지지부위 높이가 다르며
측면에서 보았을 경우 곡선 형태를 가지는 베개)의 제품 설계요소를 분석하여 제품 설계 관련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정보 및 활용
방안, 목표고객별 제품 설계값 및 통계분석 정보 제공

기능성 베개
인체 측정 항목

• 머리너비 [6차 3차원 머리/ 7차 직접]
• 눈동자사이너비 [6차 3차원 머리/7차 직접]
• 머리수직길이 [6차 3차원 머리/7차 직접]
• 머리마루귀바퀴위점수직길이 [7차 직접]
• 귀구슬사이너비 [6차 3차원 머리]
• 머리둘레 [6차 3차원 머리, 7차 직접]
• 머리마루(오른쪽)귀구슬점수직길이 [6차 3차원 머리]
• (오른쪽)귀구슬뒤통수돌출수평길이 [6차 3차원 머리]
• 귀수평길이/귀수직길이 [5차 3차원]
• 목둘레 [7차 직접]
• 키 [7차 직접]
• 목뒤높이 [7차 직접]
• 어깨높이 [7차 직접]
• 겨드랑뒤벽접힙사이길이 [7차 직접]
• 엉덩이높이 [7차 직접]

머리마루-귀바퀴위점 수직길이

머리마루-귀구슬점 수직길이

귀수평길이

관련 제품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기능성 베개 디자인 가이드라인 / pp 6~75, 부록
(관련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86
제품 관련인체측정보고서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 보고서 (2004)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page/report/3
- 3차원 머리 측정 항목 내용 pp 1064~1055
- 3차원 머리 측정결과 pp 660~669 (연령 8세~75세까지)
•제 6차 한국인 인체치수 3차원형상측정 조사사업 최종보고서 (2010)
- 3차원 머리 측정항목: PP 64~68
- 3차원 머리 자동측정 항목별 통계표 : 부록3 pp 194~238 (20~3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1423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 / 측정항목: pp 34~79, 측정결과: pp 126~268 (16세~ 6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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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마의자 설계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측정항목
안마의자 디자인 가이드라인: 앉은자세에서 인체 곳곳에 마사지를 받는 안마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인 체형에 적합한
안마의자의 제품 설계원칙, 제품 설계 관련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정보 및 해당 정보의 적용방안, 그리고 제품의 설계 값이
목표고객의 인체치수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통계분석 정보를 제공

안마 의자
인체 측정 항목
• 앉은어깨높이 [7차 직접]
• 앉은팔꿈치높이 [7차 직접]
• 앉은엉덩이오금수평길이 [7차 직접]
• 앉은오금높이 [7차 직접]
• 발직선길이 [7차 직접]
• 발너비 [7차 직접]
• 위팔사이너비 [7차 직접]
• 팔꿈치사이너비 [7차 직접]
• 앉은엉덩이너비[7차 직접]

팔꿈치손끝수평길이

발직선길이

발너비

위팔사이너비

팔꿈치사이너비

관련 제품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안마의자 디자인 가이드라인 /pp 9~52
(관련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87
제품 관련인체측정보고서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 /측정항목 pp 34~79, 측정결과 pp 126~268 (16-69세)
(관련 링크)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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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몸통부위 제품 설계를위한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측정항목
몸통부위 제품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83개 항목에 대한 주요 통계량을 제안하고 있으며 몸통관련 제품을 몸에
장착하는 Wearable(의류, 허리때 및 배낭형)과 설치된 채 이용하는 Mounted(작업대, 의자 및 침대)로 분류하여, 그 중 허리띠,배낭,
침대의 제품 설계원칙, 제품 설계 관련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정보 및 활용방안, 목표고객별 제품 설계값 및 통계분석 정보 제공

배낭
인체 측정 항목

어깨너비

어깨길이

가슴너비

• 어깨너비 [7차 직접]
• 어깨길이 [7차 직접]
• 어깨높이 [7차 직접]
• 허리높이 [7차 직접]
• 가슴너비 [7차 직접]
• 허리너비 [7차 직접]
• 등길이 [7차 직접]

모션 침대

키

인체 측정 항목

목뒤높이

• 키 [7차 직접]
• 목뒤높이 [7차 직접]
• 허리높이 [7차 직접]
• 앉은오금높이 [7차 직접]
• 엉덩이높이 [7차 직접]

허리띠
인체 측정 항목

• 허리둘레 [7차 직접]

관련 제품디자인 가이드라인

제품 관련인체측정보고서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몸통부위 제품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
배낭: pp 50~56/ 침대: pp57~67, pp 73~88/허리띠: pp 48~49, pp 68~72
측정항목 pp 34~79, 측정결과 pp 126~268 (16~69세)
(관련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88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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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 관련 제품 설계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측정항목
손 관련 제품 디자인 가이드라인: 손 관련 제품을 손쥐기 자세를 기반으로 둥근 형태의 제품(텀블러, 헤어드라이기, 등산스틱),
넓고 얇은 형태의 제품(이북리더), 갈라지는 형태의 제품(펜치), 손 또는 손목을 둘러싸는 제품(장갑, 스마트워치)로 구분하여
각 제품의 설계원칙 및 사이즈코리아 데이터 활용방안 설명

등산스틱
막대쥔손안둘레

손너비

인체 측정 항목

• 막대 쥔 손안둘레 (7차 직접)
• 손너비 (7차 직접)
• 둘째손가락첫째관절너비 (7차 직접)
• 굽힌팔꿈치높이 (7차 직접)

헤어드라이기

인체 측정 항목

• 둘째손가락직선길이
• 손너비(7차 직접)

(7차 직접)

펜치

인체 측정 항목

• 손너비 (7차 직접)

관련 제품디자인 가이드라인

제품 관련인체측정보고서

•인체정보를 활용한 손 관련 제품 범용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 등산스틱: pp22~31/헤어드라이기: pp 32~37/ 펜치: pp 47-52
(관련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763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
측정항목 pp 34~79, 측정결과 pp 126~268 (16~6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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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둘째손가락직선길이

인체 측정 항목

• 손직선길이 [7차 직접]
• 손바닥직선길이 [7차 직접]
• 둘째손가락직선길이 [7차 직접]

첫

장갑
인체 측정 항목

• 첫째 손가락 직선길이 [06 장갑]
• 둘째 손가락 직선길이 [06 장갑]
• 셋째 손가락 직선길이 [06 장갑]
• 넷째 손가락 직선길이 [06 장갑]
• 다섯째 손가락 직선길이 [06 장갑]
• 손바닥 직선길이 [06 장갑]
• 손너비 [06 장갑]
• 첫째 손가락 둘째(첫째) 관절너비 [06 장갑]
• 둘째 손가락둘째(첫째) 관절너비 [06 장갑]
• 셋째 손가락 둘째(첫째) 관절너비 [06 장갑]
• 넷째 손가락 둘째(첫째) 관절너비 [06 장갑]
• 다섯째 손가락 둘째(첫째) 관절너비 [06 장갑]
*(첫째)는 디자인가이드라인장갑설계 제안용어
첫째손가락직선길이

손바닥직선길이

첫째손가락둘째관절너비

관련 제품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체정보를 활용한 손 관련 제품 범용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 텀블러: pp40~43/ 장갑: pp53~152
(관련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763
제품 관련인체측정보고서

•『장갑 설계를 위한 손부위 측정 프로토콜개발』사업 최종보고서(2006) / 측정항목: pp 123~194/측정결과: pp 46~83
(관련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1102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 /측정항목 pp 34~79, 측정결과: pp 126~268 (16~6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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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직선길이

10. 욕실공간 설계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측정항목
욕실공간 맞춤형 디자인 가이드라인: 한국인 고령자를 고려한 욕실 제품(욕조, 세면기, 양변기, 새워기)의 제품 설계 원칙을 설명
하여 제품 설계 관련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정보 및 활용방안, 목표고객별 제품 설계값 및 통계분석 정보 제공

욕조
등길이

앉은오금높이

팔꿈치사이너비

앉은어깨높이

인체 측정 항목

• 등길이 [7차 직접]
• 앉은오금높이 [7차 직접]
• 팔꿈치사이너비 [7차 직접]
• 앉은어깨높이 [7차 직접]

세면대
굽힌팔꿈치높이

어깨너비

인체 측정 항목

• 굽힌팔꿈치높이 [7차 직접]
• 어깨너비 [7차 직접]
• 머리수직길이 [7차 직접]

양변기
앉은엉덩이너비

앉은엉덩이오금수평길이

인체 측정 항목

• 앉은오금높이 [7차 직접]
• 앉은엉덩이너비 [7차 직접]
• 앉은엉덩이오금수평길이 [7차 직접]

샤워기
관련 제품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체 측정 항목

• 굽힌팔꿈치높이 [7차 직접]
• 머리로뻗은주먹높이 [7차 직접]
• 어깨높이 [7차 직접]
• 키 [7차 직접]
• 벽면앞으로뻗은주먹수평길이 [7차 직접]
• 손두께 [7차 직접]
• 손너비 [7차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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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정보를 활용한 욕실공간 맞춤형 디자인 가이드라인
욕조 : pp 20~30 / 세면대 : pp 31~38
양변기 : pp 39~46 / 샤워기 : pp 47~62
(관련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764
제품 관련인체측정보고서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
측정항목 pp 34∼79, 측정결과 pp 126~268 (16~6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96

11. 퍼스널 모빌리티 설계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측정항목
퍼스널모빌리티 디자인 가이드라인 : 자전거로 통행이 가능한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 전기자전거(스트롤방식 전기자전거
의 모터제어 관련 레버에 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음)와 전동형 킥보드(이룬형)의 제품설계 관련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항목제안
및 활용방안, 목표고객별 제품 설계값 및 통계분석 정보 제공

전기자전거
샅높이

인체 측정 항목

몸통수직길이

• 샅높이 [7차 직접]
• 몸통수직길이 [7차 직접]
• 팔길이 [7차 직접]
• 어깨너비 [7차 직접]
• 막대 쥔 손안둘레 [7차 직접]
• 발너비 [7차 직접]

전동킥보드

인체 측정 항목
• 굽힌 팔꿈치 높이 [7차 직접]
• 어깨너비 [7차 직접]
• 막대 쥔 손안둘레 [7차 직접]
• 발너비 [7차 직접]
• 발직선길이 [7차 직접]

관련 제품디자인 가이드라인

•퍼스널모빌리티 맞춤형 디자인 가이드라인 / 전기자전거: pp 20~34, pp 47~52/ 전동킥보드: pp 35~46
(관련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765
제품 관련인체측정보고서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 /측정항목: pp 34~79, 측정결과: pp 126~268 (16~6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96

21

굽힌팔꿈치높이

12. 다리 관련 제품 설계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측정항목
다리관련 제품 디자인 가이드라인: 다리관련 제품을 다리 착용 형태의 제품(다리 보호대), 다리와 제품이 접촉하는 제품(종아리
안마기, 공기압 안마기), 다리 제품이 접촉하지 않는 제품(건식 족욕기)로 세분화하여 제품사용 맥락, 설계원칙, 사이즈코리아
데이터 활용방안 설명

건식 족욕기
앉은오금높이

발직선길이

장딴지둘레

인체 측정 항목

• 앉은오금높이 [7차 직접]
• 발직선길이 [7차 직접]
• 장딴지둘레 [7차 직접]

다리 보호대
앉은엉덩이무릎수평길이

앉은무릎높이

무릎둘레

인체 측정 항목

• 앉은엉덩이무릎수평길이 [7차 직접]
• 앉은무릎높이 [7차 직접]
• 무릎둘레 [7차 직접]
• 장딴지둘레 [7차 직접]

종아리 안마기
가쪽복사높이

인체 측정 항목

종아리최소둘레

장딴지둘레

• 앉은오금높이
•가쪽복사높이 [7차 직접]
•장딴지둘레 [7차 직접]
•종아리최소둘레 [7차 직접]

관련 제품디자인 가이드라인

제품 관련인체측정보고서

•인체정보를 활용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 개발_다리관련제품
: 건식족욕기: pp 23~33.부록 / 다리보호대: pp 34~55, 부록 /
종아리 안마기: pp 68~79.부록
(관련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926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
측정항목 pp 34~79, 측정결과 pp 126~268 (16~6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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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핸디형 청소기 설계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측정항목
핸디형 청소기 디자인 가이드라인: 핸디형 청소기 사용자세를 기반으로 손잡이를 잡는 형태, 연결 부분을 사용하는 여부, 제품을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제품사용 맥락, 설계원칙을 설명하여 사이즈코리아 항목제안 및 활용방안, 목표고객별 제품
설계값 및 통계분석 정보 제공

핸디형청소기(건타입)
벽면앞으로뻗은주먹수평길이

인체 측정 항목

• 손너비 [7차 직접/ 06 장갑]
• 막대쥔손둘레 [7차 직접/ 06장갑]
• 둘째손가락첫째마디길이 [06장갑]
• 둘째손가락둘째관절너비 [7차 직접/ 06장갑]
• 벽면앞으로뻗은주먹수평길이 [7차 직접]
• 주먹높이 [7차 직접]

핸디형 청소기(바타입)
인체 측정 항목

막대쥔손안둘레

• 앉은엉덩이무릎수평길이 [7차 직접]
• 앉은무릎높이 [7차 직접]
• 무릎둘레 [7차 직접]
• 장딴지둘레 [7차 직접]
• 손너비 [7차 직접/ 06 장갑]
• 첫째손가락둘째관절너비 [06장갑]
• 첫째손가락직선길이 [7차 직접/ 06장갑]
• 첫째손가락둘째마디길 [06장갑]

관련 제품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체정보를 활용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 개발_핸디형청소기/ pp 22~49, 부록
(관련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927
제품 관련인체측정보고서

•2006 『장갑 설계를 위한 손부위 측정 프로토콜개발』사업 최종보고서(2006)/ 측정항목: pp 123~194/측정결과: pp 46~83
(관련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1102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 /측정항목 pp 34~79, 측정결과 pp 126~268 (16~6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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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높이

14. 캠핑용 제품 설계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 측정항목
캠핑용품 디자인 가이드라인: 캠핑용품를 직접 신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캠핑용 텐트, 캠핑용 침낭, 캠핑용
매트의 샤용 행태 분석, 제품설계시 고려요인 도출하여 제품설계 관련 사이즈코리아 항목제안 및 활용방안, 목표고객별 제품 설계
값 및 통계분석 정보 제공

텐트
키

앉은키

인체 측정 항목

• 키 [7차 직접]
• 앉은키 [7차 직접]
• 팔꿈치사이너비 [7차 직접]

침낭
목뒤높이

인체 측정 항목

벽면몸통두께

• 목뒤높이 [7차 직접]
• 머리수직길이 [7차 직접]
• 팔꿈치사이너비 [7차 직접]
• 머리너비 [7차 직접]
• 발너비 [7차 직접]
• 벽면몸통두께 [7차 직접]

매트
팔꿈치사이너비

벽면몸통두께

키

인체 측정 항목

• 키 [7차 직접]
• 팔꿈치사이너비 [7차 직접]

관련 제품디자인 가이드라인

제품 관련인체측정보고서

•인체정보를 활용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 개발_캠핑용품 /
텐트: pp23~37,부록/침낭: pp38~80, 부록 / 매트: pp81~87, 부록
(관련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928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2015) /
측정항목: pp 34~79, 측정결과: pp 126~268 (16~69세)
(관련 링크) https://sizekorea.kr/board/article/view/4/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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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이즈코리아 사이트 이용 방법
사이즈코리아 웹사이트 : https://sizekorea.kr/

사이즈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차수별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보고서, 직접측정치 원자료, 3D 측정 형상과 기타측정자료인
동측정자료, 근력측정, 장애인측정DB 그리고 통계 가공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고객센터 내 자료실에서
인체측정자료 활용,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차수별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보고

※ 로그인 필수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인체치수조사보고서 중 차수 선택
결과보고서 클릭
제 n차 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제 n차 인체치수데이터 다운로드
PDF(보고서)

2. 인체치수데이터-직접측정치 원자료

※ 로그인 필수

※ 5~7차 로데이터다운로드/장애우인체치수/근력측정/손관련측정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인체치수조사보고서 중 차수 선택
인체치수데이터 다운로드
제 n차 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제 n차 인체치수데이터 다운로드
엑셀데이터(측정원자료)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측정데이터 검색> 개요 및 다운로드>차수선택

제 n차 인체치수데이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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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데이터(측정원자료)

3. 통계 자료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측정데이터 검색 중
필요한 데이터 항목 클릭
전신/머리/손/발/동작범위
근력측정/장애인측정

선택사항 입력

측정항목 선택 후
결과보기

통계 자료 해석

항목별 인체치수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분포에 따른 사이즈구간을 고려한 효과적인 설계전략을 위해
한국인인체치수 측정원자료를 항목별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백분위표, 도수분포 확인가능
- 측정 단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백분위

최대값

50분위 중앙값

측정수: 명

측정치수: mm
무게 : Kg

힘의 단위: N (1 N은 질량 1 kg의 물체에 1 m/s ²의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 즉, 1 N = 1 kg⋅m/s ²)
각도 : º

도수(명)

해당구간(1604~1646)의 도수

평균

해당구간의 비율이 필요할경우
‘백분율’을 사용
백분율=(도수/측정수) Χ 100
중앙값

- 인체측정의 자료는 대체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며 인체공학적
설계를 위해 최대값, 최소치, 분포의 평균, 중간값과 같은
대표값이나 디자인 목적을 위해서 범위자료가 필요

아 주 작거나 큰 사람을 고려하는 극단적설계, 범위를 고려한

조절형설계, 평균적설계 전략에 따른 자료의 활용가능

- 백분위(percentiles)는 가변치수로 사용을 위해 범위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100명을 가장 작은값에서 큰값
까지 나열하였을 때 각 분위에 해당되는 값. 50분위수는 중앙값
(median)이라 하며 표본이 크면 평균과 가깝게 됨

키구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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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율(percentage)은 기준량을 100으로 볼 때의 비율로‘%’
로 나타내며 전체중 일부구간이 차지하는비율을 알 수 있음

4. 3D 형상자료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3차원 인체형상
3차원 인체형상 시각화

차수, 성별, 연령 선택
측정항목 선택>검색조건 범위지정
파일 종류 선택
(3DS, IGS, OBJ, PLY, Step, STL)
※이용목적 기재 필수

형상과 치수 다운로드

치수테이블
형상

5. 자료실(고객센터>자료실)
1) 인체측정 관련자료

2) 사이즈코리아 인체치수자료를 활용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 디자인가이드라인은 고객센터 >자료실에서 '가이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

3) 산업제품 규격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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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이즈코리아 센터 소개
스튜디오

사이즈코리아센터에서는�인체표준정보의�활용과�보급을�위해�정보의�제공�및�가공
온 · 오프라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정보 이용

수요자 맞춤형 인체표준정보 가공 서비스

정보활용 교육

인체정보활용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측정장비 활용

인체측정장비의 운용 및 대여 서비스

상담 및 직접측정장비의 대여 및 납 수령 절차 지원

측정장비�및�데이터�가공 S/W

정보이용�방법
홈페이지�접속�및�회원가입
sizekorea.kr

3차원�전신스캐너
3D Whole Body Scanner
Medicube (메디큐브)

프로그램 Rapidform 2006 Geomagic
DesignX IBM SPSS

정밀측정장비�운용지원
체험형장비�운용

측정장비대여�서비스

손스캐너 EnHand

발스캐너 NexScan2

사이즈코리아센터에서는 인체측정을�위한�전신스캐너�등�정밀측정기기와
마틴식�계측기�등�직접측정장비 그리고 가상피팅시스템�등�체험형�장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전시관

전시관과�스튜디오

사이즈코리아센터
방문

사이즈코리아센터
홈페이지�이용

사이즈코리아센터
온라인�예약�신청

홈페이지�내�차수별
인체치수조사결과보고서

사이즈코리아센터
담당자�확인

인체치수�측정자료
및�형상자료�확인

사이즈코리아센터
방문

디자인�가이드
확인

장비�이용�및�데이터�활용
상담�서비스

자료실�확인
가이드맵�활용

사이즈코리아�인체측정�데이터�활용�제품�전시

한국인�표준얼굴�모형

인체치수정보활용제품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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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치수정보활용제품전시

사이즈코리아 센터 오시는길

운영시간 및 연락처
운 영 시 간
연
주

락

처

소

지하철 이용 시

평일 09:00~16:00 (점심시간 11:30~12:30)

031-780-213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 1층
분당선 야탑역 4번 출구(코리아디자인센터 도보 10분 거리)

29

본「사이즈코리아 데이터 활용 가이드맵」은

2020년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하여 한국인 인체치수 수요기업에게
사이즈코리아 사업으로 축적된 데이터의 이해를 돕고

제품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 측정항목을 설명하는 가이드맵을 제작·배포하여
산업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사이즈코리아 데이터 활용 가이드맵
발행인

주관기관
참여업체
발행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테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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