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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의료기술의 발 과 생활여건의 향상 등으로 인간의 수

명이 길어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 문제에 직면

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처하여야

하며 그 하나는 주택을 포함한 생활환경분야이다. 즉

고령자의 생활환경이 주택을 심으로 고령자가 일상

인 생활을 하는데 하게 조성되어 있느냐하는 것

이다. 생활환경에 따라 고령자의 생활행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 트가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경우

아 트 주거단지를 개발하면서 고령사회에 비한 생활

환경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가 고령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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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운동시설환경의 조성이다. 운동은 건강한 삶을

한 필수조건으로서 질병의 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동은 치매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게는 8주1)에서 12주2), 16주3), 24

주4)까지 주 3회, 40분이나 60분씩 치매노인을 상으로

운동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건

강 련체력, 삶의 질과 우울,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정 인 향을 주어 운동은 치매 방과 개선

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홍승연, 8주간의 개별화 운동 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신체기능, 수

행능력, 인지기능에 미치는 향,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9권, 3호,

2012, pp.352-361

2) 최소 , 강 실, 은 , 운동 로그램이 일개 지역 경로당 시설 노

인의 삶의 질, 우울 신체 기능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0권, 1호(B), 2008, pp.133-147

3) 이소은,, 이재 , 이재문, 16주간의 운동 로그램이 치매노인의 건

강 련체력 동맥경직도에 미치는 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1

권, 1호, 2012, pp.825-836

4) 최승욱, 24주간 규칙 인 운동이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 건강

련체력에 미치는 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1권, 6호, 2012, pp.

1087-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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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체육활동은 다른 연령

에 비하여 조직화된 스포츠시설에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이루어지기보다는 집 주변(43.2%)이나 야외(13.7%)

에서 혼자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부

분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5). 고

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로그램의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운동시설은 단지 운동만을 한 공간이 아니라 사용자

간의 사회 교류 등을 한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요

하다. 따라서 운동시설을 계획할 때 고령자의 신체 특

성뿐 아니라 사회·심리 특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

운동시설 탈의실과 샤워실, 화장실 등의 부속공간은

운동공간의 사용편리성과 이미지를 결정해 주는 요한

역할을 하므로 운동을 하는 운동공간만이 아니라 부속공

간인 탈의실과 샤워실 화장실의 공간계획도 세심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분의 운동시설에서 부속공간은

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비하여 고령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 한 실내운동시설

계획을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때 운동공

간뿐 아니라 탈의실과 샤워실 등의 부속공간도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 과 내용

본 연구는 신도시 지역 아 트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

자의 운동실태와 실내운동시설에 한 평가 요구를

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실내운동시설에는 운동공간

은 물론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과 같은 부속공간을

포함시켜 으로써 부속공간의 요성을 강조하고자 하

다. 이는 고령자를 한 실내운동시설을 계획할 때 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운동실태를 악한다.

둘째, 고령자의 실내운동시설에 한 평가를 악한다.

셋째, 고령자의 운동시설에 한 요구를 악한다.

1.3. 연구의 방법과 범

본 연구는 신도시 지역 아 트에 거주하며 규칙 이든

비규칙 이든 실내운동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일 일 면 조

사방법으로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 실내운동시설에 한 평가항목들은 실내

운동공간과 부속공간인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의 기 계

획에 필요한 내용들로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

한 것이다.

5) 김양례, 구해모․조성식․정수호․윤찬 , 노인의 체육활동 실태 분

석 활성화 방안, 국민체육진흥공간 체육과학연구원, 2003, p.105

2. 실내운동시설 련 연구동향

실내운동시설과 련하여 진행된 선행연구는 많지는

않았으며 연구 부분은 스포츠센터나 휘트니스 센터의

실내공간계획과 련된 연구들로 주로 정 면 을 포함

한 공간구성과 마감재에 한 연구들이었다.

먼 스포츠센터나 휘트니스 센터의 실내공간구성, 규

모와 배치, 시설별 규모산정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체 으로 보면 사회가 요구하는 스포츠 시설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수동 의미가 아닌,

시설이 심이 되어 인간 계의 성립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을 이루는 장소임을 강조하면서 휘트니스 센터의 시

설규모와 배치, 그리고 그 연계성에 한 기 을 도출한

연구 6)가 있다. 이 연구는 외국계 휘트니스 센터 2곳을

상으로 이용자들의 시설 선호추세와 그에 따른 시설의

규모와 배치의 변화를 악하고 운 형태에 따른 시설구

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휘트니스 센터 계획에 필

요한 시설구성의 기 을 도출하 다. 한 5개의 회원제

스포츠센터를 상으로 실내수 장, 헬스장(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실내골 연습장, 스쿼시 라켓볼코트, 사우나

등의 공간별로 공간구성과 마감재와 색상 등의 실내디자

인 특성을 분석하고 계획방향을 제시한 연구7)가 있다.

다음은 휘트니스 센터의 시설 역별 규모산정에 한

근방법을 추출한 연구8)로 기 규격과 활동치수, 장비의

규격 동선치수 등 기본치수를 추출하고 운 측면에서

선정하여 분석한 각 역간의 상 선호도 이용빈

도와 연계하여 규모산정에 필요한 기 자료를 추출하여

제시하 다.

다음은 아 트 단지 내 휘트니스 시설을 상으로 진

행된 연구로 이용자수에 따른 휘트니스시설의 정 기능

과 면 을 도출한 연구와 휘트니스 센터의 휴게실을

상으로 이용 황과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가 있

다. 구체 으로 보면, 한 연구는 4개의 아 트 단지 내

휘트니스시설의 기능의 배치와 면 을 사용자 평가를 통

해 분석하여 이용자수에 따른 휘트니스시설의 정 기능

과 면 을 제시한 연구9)로 비시설(탈의실, 샤워, 화장

실, 휴게실) 30%, 운동시설( 65%, 리 부속시설(안

내 데스크, 사무실, 로비) 5%가 정한 것으로 제시하

다. 다른 연구10)는 공동주택 부속 휘트니스 센터의 공

6) 조 연, 휘트니스센터의 시설규모와 배치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

자인학회논문집, 35호, 2002, pp.115-122

7) 강호섭, 스포츠센터 실내공간구성과 디자인방향에 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1호, 2002, pp.49-55

8) 조정연, 휘트니스센터 계획시 시설별 규모산정에 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6권, 6호, 2006, pp.281-288

9) 박 선, 유수훈, 아 트 단지 내 휘트니스 시설의 이용자수에 따른

정 시설과 공간규모에 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권, 6

호, 2008,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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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배치 특성을 유형화하고 11개에 한 사례분석을 토

로 휘트니스 센터 휴게실의 공간배치 계획안과 실내마감

계획안을 모델링한 후 이에 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조

사하여 공간계획 시사 을 모색하 다.

이와 같이 운동시설 련 연구는 부분 스포츠센터나

휘트니스 센터의 공간계획과 련된 연구들로 고령자를

배려한 실내운동시설에 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고

령자를 상으로 운동실태와 실내운동시설에 한 평가

를 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

두고 있는 시 에서 기 인 연구로서의 의의가 크

다고 본다.

2. 조사방법

2.1. 조사 상

본 연구는 경남 김해시 장유신도시 지역 아 트에 거

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405명을 상으로 조사한

“주민의 운동공간 이용실태와 요구” 자료 실내운동시

설에서 규칙 으로 는 불규칙 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고령자 102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2.2. 조사방법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일 일 면 조사방법으로 진

행하 다. 본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하여 교육

을 받은 학생 5명이 장유신도시 지역의 공동 역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 본 조사에 호의 인 반응을 보인

고령자를 상으로 하 다. 조사는 2016년 11월과 12월

에 실시하 다.

2.3. 조사내용

본 연구를 해 분석에 사용한 조사내용은 <표 1>과

같다. 조사내용 실내운동시설 평가내용 등은 선행연

구들11)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 다.

2.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통계분석 로그램인 SPSS 도우 버

23을 사용하여 하 다.

10) 최정민, 공동주택 부속 휘트니스센터의 이용 황 디자인 선호도

분석-휴게공간을 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6권, 1호,

2007, pp.56-64

11) 조 연, 휘트니스센터의 실내 환경계획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

인학회논문집, 41호, 2003, pp.155-162

김양례, 구해모, 조성식, 정수호, 윤찬 , op. cit.

구분 내용

고령자 특성
일반특성 : 성별, 연령, 가족형태, 월평균소득, 건강상태

주거특성 : 주택소유형태, 거주기간, 아 트 평수

운동실태
운동하는 정도, 운동의 종류, 운동장소, 빈도, 1회 운동시간, 운

동시설 련 불편한

실내운동시설

평가*

실내운동공간(11문항) : 치(1문항), 공간디자인(5문항), 운동기

구(4문항), 반(1문항)

부속공간 : 화장실(6문항), 샤워공간(7문항), 탈의공간(6문항)

운동 운동공

간 요구

희망하는 운동의 종류, 실내운동시설 치요구, 운동시설의 거

리요구(소요시간)

* 5 리커르트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아주 그 다=5 , 그 다=4 , 그

그 다=3 , 그 지 않다=2 , 그 지 않다=1 )

<표 1> 조사내용

3. 조사결과

3.1. 조사 상 고령자의 특성

조사 상 고령자의 특성은 <표 2>와 같이 연령은 60

반(30.4%)과 후반(27.5%), 70 후반 이후(21.6%)와

반(20.6%)의 순으로 많았다. 여자 고령자(65.7%)가 남자

고령자(34.3%) 보다 많았으며 배우자와만 거주하는 2인

가구(52.0%)와 1인 단독가구(19.6%)가 71.6%로 고령자 단

독가구가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미만(24.8%)

과 100-200만원(26.7%)이 51.5%나 되어 낮은 편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48.5%)이거나 아주 건강(15.2%)하

다고 한 고령자가 63.7%, 건강치 않은 편(11.1%)이거나

건강치 않다(1.0%)고 한 고령자가 12.1%로 건강한

고령자가 건강하지 않은 고령자보다 5배 이상 더 많았다.

특성 구분 f % 특성 구분 f %

연령

60-64세 31 30.4

건강

상태

건강치 않다 1 1.0

65-89세 28 27.5 건강치 않은 편 11 11.1

70-74세 21 20.6 그 그 다 24 24.2

75-90세 22 21.6 건강한 편 48 48.5

계 102 100.0 아주 건강 15 15.2

성별

남자 34 34.3 계 99 100.0

여자 65 65.7

아

트

평수

20평 미만 13 12.7

계 99 100.0 20-30평 미만 41 40.2

가족

형태

나 혼자 1인 20 19.6 30-40평 미만 36 35.3

배우자와 2인 53 52.0 40평 이상 12 11.8

배우자+자녀 23 22.5 계 102 100.0

배우자+자녀+손자녀 6 5.9 주택

소유

형태

자가 85 85.0

계 102 100.0 ,월세 15 15.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5 24.8 계 100 100.0

100-200만원 미만 27 26.7

거주

기간

5년 미만 31 31.0

200-300만원 미만 16 15.8 5-9년 미만 45 45.0

300-400만원 미만 17 16.8 9년 이상 24 24.0

400만원 이상 16 12.9 계 100 100.0

계 101 100.0

<표 2> 조사 상 고령자의 특성

조사 상 고령자들이 재 거주하고 있는 아 트의 평

수는 20평형 (40.2%)와 30평형 (35.3%)가 75.5%로

다수를 차지하 다. 소유방식은 자가(85.0%)가 부분이

었으며 아 트에서의 거주기간은 5-9년 미만(45.0%)

이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31.0%), 9년 이상(24.0%)의

순으로 5년 이상 장기거주자가 69.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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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령자의 운동실태

(1) 운동의 종류

조사 상 고령자들이 하고 있는 운동의 종류는 <표

3>과 같이 걷기(65.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맨손체

조(31.4%), 요가(17.6%), 달리기/조깅(16.7%), 자 거 타

기(15.7%), 헬스(14.7%)의 순이었다.

즉 조사 상 고령자들 다수는 다른 조사12)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동기구를 사용하기보다는 기구 없

이 할 수 있는 걷기와 맨손체조 같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운동 종류 f % 운동 종류 f %

걷기 67 65.7 수 8 7.8

맨손체조/건강체조 34 31.4 에어로빅 7 6.9

요가 18 17.6 게이트볼 4 3.9

달리기/조깅 17 16.7 테니스 3 2.9

자 거 타기 16 15.7 탁구 3 2.9

헬스 15 14.7 골 3 2.9

스, 통춤 14 12.7 넘기 1 1.0

배드민턴 12 11.8 아령, 훌라우 운동기구 2 2.0

계단오르내리기 11 10.8

* 복응답 결과임.

<표 3> 운동의 종류 (N=102)

(2) 운동하는 장소

실내운동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 조사 상 고

령자들이 운동을 주로 하는 장소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주민센터 운동공간(31.4%)과 복지회 운동

공간(20.6%), 헬스장(헬스센터)(14.7%)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즉 고령자들은 스포츠센터 같은 운동 용시설

보다는 주민센터나 복지회 같은 주민여가시설 내에 있

는 운동공간을 이용하는 성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운동공간이 스포츠센터 같은 운

동 용시설들 보다 비용이 렴하고 정해진 시간에 여러

명이 같이 운동하는 운동 로그램13)을 운 하고 있어 쉽

게 참여할 수 있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센

터나 복지회 운동공간은 여러 가지 운동을 여러 명이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계획할 필요가 있으

며 이때 단순한 공간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공간구성,

가구배치, 마감재, 색채, 조명, 공기환경 등이 운동하기에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고령인구가 증가함

에 따라 앞으로 스포츠센터 같은 운동 용시설들을 이용

하는 고령자도 늘어날 것에 비하여 운동 용시설을 계

획할 때도 운동공간에의 근성, 운동기구의 종류와 운

동 로그램 등 운동시설의 공간과 운 측면에서 고령자

에 한 배려가 요구된다.

12) 김양례, 구해모, 조성식, 정수호, 윤찬 , op. cit., p.105

13) 조사 상 지역에 있는 3개의 주민센터에서는 스, 요가, 에어로빅

같은 운동 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다.

운동장소　 f % 　운동장소 f %

주민센터 운동공간 32 31.4 실내배드민턴장 5 4.9

복지회 운동공간 21 20.6 수 장 5 4.9

경로당/노인정 3 2.9 체육 10 9.8

헬스장(헬스센터) 15 14.7
기타(실내골 연습장 3,

요가센터 1 등)
7 6.9

에어로빅장 4 3.9

* 복응답한 결과임.

제시된 공간들은 자신의 집밖에 있는 실내운동공간들로 아 트 단지 내 주민공

유공간으로서의 운동공간은 없었음.

<표 4> 실내운동을 주로 하는 장소 (N=102)

(3) 운동하는 빈도

조사 상 고령자들이 실내운동시설에서 어느 정도 자

주 운동을 하고 있으며 1회당 평균 운동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매일 운동을 한다는 고령자(39.2%)가 가장 많았으며 3

일마다(21.6%), 2일마다(15.7%), 1주일마다(13.7%)의 순

으로 많아 1-3일 마다 운동을 하여 하게 운동을 하

고 있는 고령자가 76.5%로 많았다.

이들 고령자들이 운동을 할 때 1회 평균 운동시간은

60분(36.1%)과 30분(30.9%)이 많았으며 부분이 30분

이상 운동을 하여 충분하게 운동을 하고 있었다.

운동빈도 f % 1회 운동시간 f %

1일 40 39.2 10-20분 8 8.2

2일 16 15.7 30분 30 30.9

3일 22 21.6 40-50분 14 14.4

4일 1 1.0 60분 35 36.1

5일 3 2.9 70-90분 4 4.1

7일 14 13.7 120분 6 6.2

10일 2 2.0 계 97 100.0

30일 4 3.9

계 102 100.0

<표 5> 실내운동 빈도와 1회 운동시간

(4) 운동시설 련 불편사항

조사 상 고령자들이 평소 운동을 하면서 운동시설과

련하여 불편한 은 <표 6>과 같이 운동공간의 치(거

리)(18.6%), 운동기기 부족(16.7%), 운동공간 부족(15.7%),

운동 로그램의 미흡(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상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

는 주민센터나 복지회 등이 자신의 주택으로부터 거리

가 다소 멀 수도 있고 주민센터나 복지회 내 운동공간

부분이 시설에 따라 다른 규모의 체력단련실이라는 공

간에 요가매트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실태이기때문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센터나 복지센터 내

운동공간도 계획단계부터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치, 운동공간의 규모, 공간구성, 기구배치, 실

내마감까지 실내공간 계획을 보다 체계 으로 할 필요가

있다. 즉 고령사회에 비하여 미리부터 고령자를 배려

한 실내운동시설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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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f %

치(거리) 20 19.6

운동공간 부족 16 15.7

운동기기 부족 17 16.7

운동시설 낙후 11 10.8

운동공간 소 9 8.8

운동 로그램 미흡 15 14.7

가격이 비 2 2.0

없음 9 8.8

* 복응담 결과임.

<표 6> 평소 운동시설 련 불편한 (N=102)

3.3. 고령자의 실내운동시설에 한 평가

(1) 실내운동시설의 공간별 평가

실내운동공간과 부속공간인 화장실, 샤워공간, 탈의공

간 각각에 한 고령자 평가는 <표 7>과 같이 실내운동

공간(3.86 )과 화장실(3.84 )은 아주 높았으며 샤워공간

(3.61 )과 탈의공간(3.58 )의 순으로 높았다. 부속공간

즉 탈의공간과 샤워공간에 한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함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내운동시설 N M S.D.

실내운동공간 90 3.86 .842

화장실 99 3.84 .829

샤워공간 64 3.61 .986

탈의공간 66 3.58 .962

<표 7> 실내운동시설 내 공간별 평가

(2) 실내운동공간에 한 평가

조사 상 고령자들은 재 이용하고 있는 실내운동공간

의 치, 공간디자인, 운동기구 등에 하여 <표 8>과 같이

최 3.15 에서 최고 3.96 으로 모든 항목에 하여 정

으로 평가하 으나 항목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 다.

조명의 성(3.96)과 운동공간 크기의 성(3.71)

바닥의 운동 성(3.89 ) 같은 공간디자인이 가장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 으며 운동기구의 사용

안내표시(3.15)를 가장 낮게 평가하 고 사물함 등 수납

공간의 성(3.27)도 비교 낮게 평가하 다. 따라서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즉 운동기구의

사용안내표시를 고령자도 알아보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

하고 크기도 하게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

사물함 등 수납공간은 사용자의 이용행태를 토 로 크기

와 형태 등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분 내가 이용하는 실내운동공간은 N M S.D.

치 도보로 가까운 거리 치 90 3.41 1.189

공간디자인

이용자 수 고려 운동공간 크기의 성 63 3.71 .831

바닥의 운동 성 89 3.89 .790

조명의 성 89 3.96 .824

사물함 등 수납공간의 성 90 3.27 1.110

바닥, 벽, 가구 등의 디자인 89 3.72 .839

운동기구

운동기구의 종류의 충분함 89 3.66 .976

운동기구별 개수의 충분함 90 3.68 1.015

운동기구 배치의 이용편리성 88 3.74 .851

사용안내표시의 충분함 89 3.15 1.183

<표 8> 실내운동공간에 한 고령자 평가

(3) 부속공간에 한 평가

실내운동시설의 부속공간인 화장실, 샤워공간, 탈의공

간에 한 고령자의 평가결과는 <표 9>와 같다.

1) 화장실

실내운동시설에 치한 화장실에 하여 고령자들은

3.79 에서 3.94 으로 평가하여 아주 높게 평가하 다.

즉 화장실은 이용편리한 곳에 치(3.94 )하고 있으며

조명밝기(3.83 )가 하며 화장실 개수(3.80)가 충분하

며 리정도(3.80 )도 한 것으로 평가하 다. 한

화장실 설비(3.79 )도 사용편리하다고 평가하 다. 조사

상 지역이 신개발 지역이므로 새로 개발하면서 운동공

간에 치한 화장실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내가 이용하는 실내운동시설의

부속공간은 ...
N M S.D.

화장실

치의 이용편리성 99 3.94 .712

화장실 개수의 충분성 99 3.80 .903

화장실 조명밝기의 성 99 3.83 .869

화장실 설비의 사용편리성 99 3.79 .836

반 인 화장실 리정도 99 3.80 .958

샤워공간

샤워기 개수의 성 65 3.66 1.108

높이조 등 사용편리한 샤워기 형태 65 3.09 1.259

입식과 좌식유형의 샤워공간 선택가능성 64 2.78 1.351

물에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질 65 3.45 1.076

온,냉수 구분용이한 샤워기 65 3.94 .933

바닥,벽,설비등 디자인의 성 65 3.49 .937

탈의공간

물에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질 66 3.55 .995

옷 수납장형태의 이용편리성 66 3.59 1.022

화장공간의 이용편리성 64 2.97 1.247

화장공간에서 이용가능한 의자 64 2.64 1.289

바닥, 벽, 옷 수납장 등 디자인 성 39 3.28 .972

<표 9> 실내운동시설의 샤워공간과 탈의공간에 한 평가

2) 샤워공간

실내운동시설의 샤워공간을 이용해 본 고령자를 상

으로 샤워공간에 한 평가를 한 결과 <표 10>과 같이

최 2.78 에서 최고 3.94 까지로 항목에 따른 평가의

차이가 컸다. 온냉수 구분용이한 샤워기(3.94 )에 한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입식과 좌식유형의 샤워공간 선택

가능성(2.78 )이 가장 낮았다. 한 높이조 등 사용편

리한 샤워기 형태(3.09), 물에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료

(3.45 ), 바닥 벽 설비 등 디자인의 성(3.49 )은 3.5

이하로 높지 않게 평가하 다.

따라서 샤워공간에는 입식과 좌식 샤워공간을 하

게 혼합 배치하여 이용자가 선택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한 샤워기는 높이조 이 가능한 형태로 설

치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편리하게 하며 바닥재료는

물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바닥, 벽, 설비

등의 디자인이 잘 조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탈의공간

탈의공간에 한 평가는 최 2.64 에서 최고 3.59

으로 비교 낮게 평가하 으며 항목에 따른 평가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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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컸다. 옷 수납형태의 이용편리성(3.59 )이 가장 높

게 평가되었고 화장공간에서 이용가능한 의자(2.64 )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화장공간의 이용편리성(2.97 )

도 3.0 이하로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화장공간에는 앉아서 머리를 말리거나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의자라도 배치하여 고령자가 앉아

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고령자의

탈의행태를 토 로 한 보다 세심한 계획이 요구된다.

3.4. 고령자의 특성별 실내운동시설에 한 평가

차이 비교

고령자를 한 실내운동시설을 계획할 때 고령자의 기

본 특성에 따라 다르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와, 있을 경우 그 구체 인 내용을 알아보기 하여 고

령자의 성별, 연령, 소득수 , 건강상태에 따라 실내운동

시설에 한 평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과

ANOVA 검증을 하여 살펴보았다.

(1) 성별

고령자의 성별에 따라 실내운동공간과 그 부속공간에

한 평가는 <표 10>과 같이 총 30개 항목 7개 항목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7개 항목 모두에 한 평가가 여자 고령자가 남자 고

령자의 경우보다 더 높았다.

구체 으로 보면, 실내운동공간 련 3개 항목, 즉 바

닥의 운동 성과 바닥, 벽, 가구 등 디자인의 성,

실내운동공간 반에 한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여 여자 고령자가 남자 고령자 보다 높게

평가하 다.

화장실의 경우는 화장실 개수의 충분성, 조명밝기의

성, 설비의 사용편리성, 반 인 만족도의 4개 항목

에 한 평가가 고령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모두 여자 고령자가 남자 고령자보다 정 인 반

응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의 성별에 따라 실내운동공간과

화장실에 한 기 수 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한편 샤워공간과 탈의공간 련 항목에 한 평가는

고령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고령자와 여자 고령자의 평가가 동일하게 비교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내운동시설 일부 항목에 한 평

가기 이 남자고령자가 여자고령자 보다 더 높다는 것으

로 실내운동시설을 계획할 때 남자고령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분 요소 성별 N M t

실내

운동공간

바닥의 운동 성
남자 33 3.61

-2.461*
여자 53 4.06

바닥, 벽, 가구 등의 디자인
남자 33 3.48

-2.110*
여자 53 3.87

실내만족도
남자 34 3.62

-2.187*
여자 53 4.04

화장실

화장실 개수의 충분성
남자 32 3.44

-2.620*
여자 64 3.95

화장실 조명밝기의 성
남자 32 3.44

-2.742**
여자 64 4.00

화장실 설비의 사용편리성
남자 32 3.44

-2.636*
여자 64 3.95

화장실 만족도
남자 32 3.47

-2.795**
여자 64 4.00

* p<.05 ** p<.01

<표 10> 고령자의 성별에 따른 실내운동시설에 한 평가

(2) 연령

고령자의 연령에 따라 실내운동공간과 그 부속공간에

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총 30개의 항목 실내운동공간 련 3개의 항목

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실내운동공간 조명의 성과 운동기구 배치의 이용

편리성, 그리고 실내공간 반에 한 만족도는 고령자

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조명의 성은

70 반 고령자가 다른 고령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하 으며 운동기구 배치의 이용편리성은 70 후반

이후의 고령자가 60 반 고령자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하 다. 실내공간 반에 한 만족도는 70 반

고령자가 60 반과 70 후반 이후의 고령자 보다 낮

게 평가하 다. 즉 3개 항목의 경우 60 보다 70 가

낮게 평가하 다는 것은 연령이 들수록 공간환경의 향

이 커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고령화가 될

수록 공간환경의 역할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부속공간인 화장실, 샤워공간, 탈의공간에 한 평가는

고령자의 연령에 상 없이 동일하 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를 한 실내운동시설을 계획할

때 고령자의 연령은 고려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

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구분 요소 연령 N M Da F

실내운

동공간

공간디자인_조명의

성

60 반 29 4.21 b

3.671*
60 후반 26 4.04 b

70 반 21 3.48 a

70 후반 이후 13 4.00 b

운동기구_배치의 이

용편리성

60 반 29 4.03 b

2.957*
60 후반 25 3.80 ab

70 반 21 3.52 ab

70 후반 이후 13 3.31 a

실내공간 반 만족

도

60 반 30 4.13 b

3.760*
60 후반 26 3.85 ab

70 반 21 3.38 a

70 후반 이후 13 4.00 b

* p<.05
a 던컴의 다 범 분석 결과로 동일한 문자로 표시된 집단간에는 차이 없음.

<표 11> 고령자의 연령에 따른 실내운동시설에 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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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수

고령자의 소득수 에 따라 실내운동공간과 부속공간에

한 평가는 <표 12>와 같이 실내운동기구 련 2개 항

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실내운동기구 종류의

충분함과 운동기구 배치의 이용편리성에 한 평가는 고

령자의 소득수 이 높을수록 높았다. 즉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고령자가 100만원 미만인 고령자 보다

높게 평가하 다.

3개의 부속공간 련 항목들 모두를 포함한 실내운동

공간 련 나머지 항목들에 한 평가는 고령자의 소득

수 에 상 없이 동일하 다.

따라서 고령자를 한 실내운동시설은 고령자의 소득

수 과는 상 없이 계획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구분 요소 소득수 N M Da F

실내운

동공간

실내운동기구_종류의

충분함

100만원 미만 20 3.25 a

3.663*100-300만원 40 3.63 ab

300만원이상 28 4.00 b

실내운동기구_배치의

이용편리성

100만원 미만 20 3.30 a

4.689*100-300만원 39 3.74 ab

300만원이상 28 4.04 b

* p<.05
a 던컴의 다 범 분석 결과로 동일한 문자로 표시된 집단간에는 차이 없음.

<표 12> 고령자의 소득수 에 따른 실내운동시설에 한 평가

(4) 건강상태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실내운동공간과 그 부속공

간에 한 평가는 <표 13>과 같이 총 30개 항목 실

내운동공간 련 3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실내운동공간의 경우 바닥의 운동 성, 조명의

성, 운동기구 배치의 이용편리성의 3개 항목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여 모두 건강한 고령자가 더 높게 평가하

는 성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고령자가 건강하지 않은 고령자

에 비하여 정 인 생각을 하므로 나타난 결과로 본다.

한 고령자가 많아질수록 건강하지 않은 고령자도 많아

지며 이들 건강하지 않은 고령자도 운동을 필요로 하므

로 고령자를 배려한 운동공간을 계획할 때는 이들에

한 배려도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3개의 부속공간 련 항목에 한 평가는 고령자의 건

강상태에 상 없이 동일하 다.

따라서 고령자를 한 실내운동시설을 계획할 때 고령

자의 건강상태에 한 배려는 최소한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구분 요소 건강상태 N M Da F

실내운

동공간

공간디자인_바닥의 운동

성

건강치 않음 10 3.40 a

5.824**　그 그럼 21 3.57 a

건강함 55 4.09 b

공간디자인_조명의 성

건강치 않음 10 3.80 a

3.754*　그 그럼 21 3.57 a

건강함 55 4.13 a

운동기구_ 배치의 이용

편리성

건강치 않음 10 3.60 ab

4.644*　그 그럼 21 3.29 a

건강함 54 3.93 b

* p<.05 ** p<.01
a 던컴의 다 범 분석 결과로 동일한 문자로 표시된 집단간에는 차이 없음.

<표 13>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실내운동공간에 한 평가

이상 고령자의 특성에 따른 실내운동시설에 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고령자의 특성에 따라 실내운동시설에

한 평가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성향을 보 다.

따라서 고령자를 한 실내운동시설을 계획할 때 고령자

의 성별, 연령, 소득수 , 건강상태에 한 배려는 일부

항목에서만 하면 될 것이다.

3.5. 운동종류 운동공간 치에 한 고령자

요구

(1) 운동종류

조사 상 고령자들이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운동의

종류를 순서 로 3개 선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1순 로는 걷기(21.9%)와 수 (15.6%), 요가(11.5%),

스(10.4%)를 많이 선택하 다. 2순 로는 맨손체조

(13.7%)와 스(13.7%), 요가(11.6%), 수 (10.5%)을 많이

선택하 으며 3순 로는 수 (14.1%)과 스(10.9%)를

많이 선택하 다. 걷기는 1순 에서, 맨손체조는 2순 에

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요가는 1순 와 2순 에서,

스와 수 은 1순 , 2순 , 3순 모두에서 많이 선택

되었다.

이들 3순 를 모두 더하여 보면 수 (13.4%), 걷기

(12.0%), 스(11.7%), 요가(10.2%)를 많이 선택하 다.

따라서 이들 4가지 운동이 많은 고령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운동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고령자들을 한 운

동공간을 계획할 때 수 , 걷기, 스, 요가를 한 공간

을 우선 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운동은 수 , 걷기, 스,

요가의 순이지만 하고 있는 운동은 걷기, 맨손체조, 요

가, 달리기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수 장 같은 운

동시설이나 스나 요가 같은 운동 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수 은 넓은 공간과

시설설비 지속 인 리를 필요로 하는 운동임을 감

안할 때 개수를 많이 제공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역에

합한 규모의 수 장을 제공해 주고 고령자의 특성을 고

려한 셔틀버스 운행과 로그램 제공이 바람직하다. 이

에 비하여 요가와 스는 소규모 공간에서도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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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근용이성을 감안하여 분산배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운동종류
1 2 3 계

f % f % f % f %

걷기 21 21.9 4 4.2 9 9.8 34 12.0

달리기/조깅 2 2.1 6 6.3 6 6.5 14 4.9

맨손체조 1 1.0 13 13.7 4 4.3 18 6.4

계단 오르내리기 3 3.2 2 2.2 5 1.8

요가 11 11.5 11 11.6 7 7.6 29 10.2

에어로빅 8 8.3 6 6.3 5 5.4 19 6.7

헬스 6 6.3 9 9.5 7 7.6 22 7.8

자 거 타기 4 4.2 6 6.3 8 8.7 18 6.4

스 10 10.4 13 13.7 10 10.9 33 11.7

수 15 15.6 10 10.5 13 14.1 38 13.4

배드민턴 6 6.3 4 4.2 3 3.3 13 4.6

탁구 5 5.2 5 5.3 4 4.3 14 4.9

게이트볼 3 3.1 2 2.1 8 8.7 13 4.6

테니스 3 3.1 3 3.2 5 5.4 11 3.9

축구 1 1.0 1 1.1 2 0.7

계 96 100.0 95 100.0 92 100.0 283 100.0

<표 14>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운동

(2) 운동공간의 치 요구

주택과 가까운 거리 내에 있었으면 하는 실내운동시설

은 <표 15>와 같이 주민센터 운동공간(21.6%), 헬스장

(20.6%), 복지회 운동공간(14.7%), 수 장(12.7%)의 순

이었다. 헬스장이나 수 장 같은 운동 용공간이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고령자가 54.9%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자의 운동 용공간에 한 요구가 크다는 것으로 아

트 단지를 개발할 때 고령사회에 비하여 고령친화

운동시설을 계획하여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운동 용시설이 아닌 주민센터나 복지회 내에

있는 운동공간에 한 요구가 36.3%로 많았다. 주민센터

나 복지회 은 고령자들이 운동을 포함한 다른 여가활동

을 한 공간임을 고려할 때 한 곳에서 여가활동 뿐 아

니라 운동까지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재도 많은 주민회 이나 복지 에서 운동 로그램

을 운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들 시설 내에 있는

운동공간을 고령자도 운동하기에 합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운동공간 f %

주민센터 운동공간 22 21.6

복지회 운동공간 15 14.7

헬스장 21 20.6

수 장 13 12.7

실내배드민턴장 7 6.9

체육 7 6.9

에어로빅장 5 4.9

탁구장 3 2.9

기타(골 , 등산) 5 4.9

없음, 만족 4 3.9

계 102 100.0

<표 15> 주택과 가까운 거리 내에 있었으면 하는 공간

일상 으로 이용하는 운동공간이 자신의 집에서 도보

로 어느 정도 걸리는 것이 이상 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16>과 같이 5-10분(34.3%)이 가장 많

았으며 다음은 10-15분(21.6%), 5분 이내(29.9%), 15-20

분(10.8%)의 순으로 가능한 가까이 있기를 바라고 있었

다. 즉 조사 상 고령자들은 운동공간이 가능한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하며 10분 이내에 치하기를 바라는 고

령자는 53.9%, 15분 이내에 치하기를 바라는 고령자는

75.5% 다.

따라서 실내운동시설은 한 곳에 집 배치라기보다는

분산배치가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도보 10-15분

거리를 단 로 하여 가능한 모든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인 거리 f %

5분 이내 20 19.6

5-10분 35 34.3

10-15분 22 21.6

15-20분 11 10.8

20-25분 4 3.9

25-30분 5 4.9

30분 이상 5 4.9

계 102 100.0

<표 16> 일상 이용 운동공간/시설의 주택에서의 이상 인 도보거리

4. 결론

신도시 지역 아 트에 거주하며 실내운동시설에서 운

동을 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상으로 실내운동

시설의 이용실태와 요구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

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들은 운동 용시설 보다 주민센터와 복지

회 의 운동공간에서 운동을 하는 성향을 보 으며 걷기

와 맨손체조 같은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많

이 하 다. 한 1-3일 마다 운동을 하는 고령자가 많았

으며 1회 평균 30분 이상 충분하게 운동을 하고 있었는

데 이는 본 연구가 운동을 하고 있는 고령자를 상으로

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센터나 복지회 내 운동공간은 주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의 사용을 제로 한 공간계획과

운 이 필요하다. 한 아 트 주민공동공간 등을 활용

하여 고령자들도 렴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주로

할 수 있는 운동환경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앞

으로 운동 용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자들도 차 증가할

것이므로 이용편리하도록 근용이하고 안 한 공간이

되도록 고령친화 인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자들은 실내운동공간에 하여 반 으로

높게 평가하 다. 그러나 운동기구의 사용안내표시와 사

물함 등 수납공간에 한 평가는 낮았다.

고령자들이 실내운동공간에서 더욱 편리하게 운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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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실내운동공간을 계획할 때 고령자의 특성과

행태를 배려한 개선을 하여 더욱 이용편리한 운동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반 으로 실내운동공간에 한 평가가 화장실

이나 샤워공간, 탈의공간 같은 부속공간들에 한 평가

보다 높았다. 즉 부속공간들에 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샤워공간은 입식과 좌

식 샤워공간의 선택가능성, 높이조 가능한 이용편리한

샤워기 형태에 한 개선이 필요하고 탈의공간은 화장공

간 의자의 이용가능성과 반 인 이용편리성에 한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내운동공간을 계획할 때 다양한 연령층의 행

동특성에 한 분석을 토 로 운동공간 뿐만 아니라 부

속공간들에 한 세심한 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고령자는 수 과 걷기운동을 하고자하는 요구가

강하 으며 주민센터나 복지회 의 운동공간과 헬스장,

수 장이 자신의 주택에서 가까이에 치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운동시설이 자신의 주택에서 10분 내지

15분 이내의 거리에 치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 트 단지를 계획할 때 도보로 10분 내지 15

분 거리 내에 고령자를 한 소규모 운동시설이 어도

한 개는 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집 인

규모 운동시설 보다는 소규모의 운동공간을 분산배치 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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