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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꾸준하게 연장되고 있으며, 저출산이 굳어지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유소년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간과 생활에 여유가 있는 노인
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주로 걷기, 산책 등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운동장이나 공원에
서 운동을 즐기는 노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근린공원이나 약수터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증진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은 노년층 
사용자를 고려하여 가장 먼저 나타나는 노화의 현상인 시력 감퇴를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서도 이의 적절한 디자인에 따른 정확한 정보전달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야외운동
기구 사용설명 사인에 대한 노년층의 인지 여부와 인식 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용
자 관찰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의사항의 강조나 글씨 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글(문자) 위주의 설명보다 그림이나 사진 위주의 설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래어 사용의 자제, 
보편적인 단어 사용, 사인 내 운동 효과 포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관찰 
및 면접 조사를 토대로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야외운동기구∣고령층∣사인시스템∣가이드라인∣
Abstract

The life expectancy of people has been steadily extended due to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Besides, the low birth rate and long life expectancy 
decrease the youth population while the elderly population is steadily increasing. Many elderly people 
have enough time and financial allowance, and the interest in health care is increased all over society. 
There are also increasing numbers of elderly people who exercise lightly in the playgrounds and parks 
such as running and walking. Outdoor fitness equipment that can be easily seen in neighbourhood 
parks, public spaces, etc. can be good health promotion tools that can be easily accessed in the daily 
life of the elderly. Outdoor fitness equipment Description Signs require a desig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declining vision of older users. Proper design is also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in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about outdoor fitness 
exercise equipment sign system and to find the problem of recognition. To do this, we conduct user 
observation and interview surveys for the elderly. As a result, the emphasis of the caveat or problems 
with the size of the writing were pointed out, and it was necessary to explain the picture rather than 
the text. Also, there was a high demand for refraining from using foreign words, using universal words 
and including motor effects in sig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user observation and interviews, we 
propose guidelines for the use of outdoor exercis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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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꾸준하게 

연장되고 있으며,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기대수명이 길어
지면서 유소년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6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노령화지수(0세에서 14세 사이의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는 2015년 95.1
에서 100.1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우리나라는 
2016년에 유소년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여 
고령 인구의 비중이 유소년인구 비중을 넘어선 것이다. 
광역시도별 고령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13.3%), 서
울(13.0%), 광주(11.8%) 등이고, 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
자체는 전북(18.4%), 경북(18.2%), 충남(16.5%) 경남
(14.3%) 등이며, 전남(21.3%)은 초고령사회로 조사됐다
[1].

이민규(2012)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과 생활의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
점 높아져 주로 걷기, 산책 등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학교 
운동장이나 야외공원에서 운동을 즐기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2].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거주지 근처 공
원이나 강변, 놀이터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시설은 노인
들에게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이웃 간 친목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 야외운동기구 사용은 시간이나 비용에 부담을 느끼
는 노인들에게 유익한 운동효과를 줄 수 있는 운동참여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3]. 하지만 야외 운동기
구의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알지 못한 채 무리하게 운동하
는 이용자들이 많으며 야외 운동기구의 사용법 숙지에 
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부상을 입은 80여 명 가운데 84%인 73명이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4]. 이는 야외운동기
구 사용법의 전달, 사용설명 사인의 개선 등의 노력이 필
요함을 시사하며 이러한 배경들은 고령 친화적 운동 환
경 마련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야외운동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고령자 신체 특성
을 고려한 운동기구 디자인이나 운동 효과 검증연구 등
이 대부분이며 시설이용에 관한 연구는 만족도가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 등 한정적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야외 운동기구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를 위
하여 노년층 대상의 면접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요
구사항을 토대로 사용설명 사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으로써 고령 인구의 야외 운동기구 사용 증대를 도모함
과 동시에 본 연구가 고령친화적인 디자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우선 고령친화적인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디

자인 가이드라인 제안을 위하여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
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야외운동기구 관련 문헌 연구
를 통하여 야외운동기구 이용 만족도와 동향 및 디자인 
방향을 고찰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디
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서 운동
기구 및 편의 시설물의 요구조건을 살펴보았다. 또한 노
년층의 야외 운동기구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창원
시 일대의 놀이터 및 근린공원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를 이용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용자 면접 조사를 실
시하였다. 사용자 면접 조사를 바탕으로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에 대한 노년층의 인식과 문제점을 알아보
았으며 면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령친화적 야외운동기
구 사용자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노년층
1.1 노년층에 대한 정의
국제노년학회에서 발표한 노인에 대한 정의는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정신적, 심리적 환경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 되는 복합형태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5]. 연령적인 개념에서 노인의 정의는 
WHO, UN, 미국/프랑스, 일본, 한국, 중국의 연령 변수
에 의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노인에 대한 정의를 내린 
많은 연구가 대부분 60세나 65세를 연령적인 경계로 보
고 있다[6]. 또한 여러 가지 제도상, 노인복지법이나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자”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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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7] 국민연금법과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60세 이상, 고
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노인의 경계로 보았
다[8]. 하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노인에 대한 정의는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만 가지고 노인의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5]. 급속하게 노령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일률적인 개념 정
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7]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경계를 비교적 폭넓은 연령대에 
적용하여 60세 이상의 자를 노년층으로 간주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1.2 노년층의 신체적 특성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 노년층에 알맞은 야외운

동기구의 현황분석을 위하여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노화는 개인차가 있더라도 연령이 
증가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리적, 대사적 기능이 점차 
감소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노화는 산화에 따른 스트레스
와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인자와 환경 인자의 가변
성 때문에 개인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9]. 이러한 
고령자의 신체적 퇴화는 크게 세 가지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골격계의 기능을 담당하는 운동기관, 시각과 
청각 등의 능력을 담당하는 감각기관,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 기능을 담당하는 내장기관이 그것이다[10]. 노인의 
여러 가지 신체 변화 특성 중 시각적인 특성은 노인들의 
정보 인지 능력이 노년층으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87%
가 받아들이게 되며 빠른 쇠퇴기능을 가지게 된다[11]. 
또한, 생리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노화의 
현상으로는 시력 감퇴를 들 수 있다[12]. 이러한 노년층
의 신체적 특성으로 미루어보아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은 퇴화가 나타나는 감각기관 중에서 시각 능력을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2. 야외운동기구
야외 운동기구는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강가, 약수터 등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운동 
시설을 말한다. ‘야외 헬스기구’, ‘체력단련시설’ 등으로 
지칭하기도 하며, 농구장이나 테니스장 등의 간이 운동 

시설과 함께 ‘마을 체육시설’로 통칭하기도 한다[13]. 주
로 실내에 설치된 피트니스클럽의 운동기구들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야외에서 장시간 운영될 수 있도
록 내구성을 갖추어 만들어진 운동기구로서 실내 피트니
스클럽에서 사용하는 운동기구와 동일한 운동 효과를 얻
을 수 있다[14]. 또 야외운동기구는 공간 활용도와 접근
성이 높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비교적 손쉽게 이용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3]. 다음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야외 운동기구이다.

이미지 기구 명 설명

1 하늘걷기

‘하늘걷기’라는 명칭의 기구는 손
잡이를 잡고 한 발씩 발판을 밟은 
뒤 양다리를 걷는 자세로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기구이다. 심폐기능
을 강화하고 엉덩이 관절, 허리, 
골반 등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보행동작을 모방한 운동기구로서 
최소한의 연습만으로도 어렵지 않
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옆파도타기

‘옆파도타기’라는 명칭의 기구는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뒤 발판
위에 두 발을 올리고 상체를 고정
시킨 상태에서 시계추처럼 하체를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기구이다. 
복부근육과 허리 유연성을 강화시
키며 혈액순환과 소화기 계통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3 허리돌리기

‘허리돌리기’라는 명칭의 기구는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뒤 원형 
발판에 올라서서 상체는 고정시킨 
상태로 허리 아래 부분을 좌우로 
돌리는 운동기구이다. 경직된 허
리근육, 옆구리와 복부, 나아가 몸 
전체의 뻣뻣함을 풀어줌으로써 허
리와 연관된 신장 기능을 강화하
는 효과가 있다.

4 윗몸
일으키기

‘윗몸일으키기’라는 명칭의 기구는 
등받이판에 누워 다리를 지지대에 
고정시킨 뒤 양손으로 머리를 감
싸거나 가슴에 모아주고 윗몸일으
키기 하듯이 몸을 일으키고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이
다. 복부근육이 확장과 축소를 반
복하면서 복근의 힘과 탄력, 허리
근육의 힘이 증가되는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또한 오장육부의 기
능, 간과 위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특히 다이어트 및 신체단련에 매
우 적합하다. 

표 1. 야외운동기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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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야외운동기구 현황분석

1. 야외운동기구의 현황 및 사인 분석
최근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수
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3]. 2014년 말 기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100,558점으로 이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15]. 한국의 야외운동기구는 과거 근린체육시설
물의 확장된 개념이며, 철봉, 평행봉 등 간단한 운동기구
로 시작되어 현재의 야외운동기구에 이르렀다. 주로 접
근성이 좋은 공원, 아파트, 산책로 등에 설치되었으며 주
민들에게 건강 증진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되었다[16].

2.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 분석
사용설명 사인 분석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설명 사인의 형태나 내용은 야외운동기구 제조사별
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같은 제조사일지라도 운동기구별
로 사용설명 사인을 구성하는 항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용설명 사인 대부분이 운동기구의 
부분에 가려져있어 가까이 가야 읽을 수 있는 형태를 보
였다. 노년층이 읽기에 글씨가 너무 작거나 기구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설명 사인에 포함되어 있는 ‘주의
사항’ 항목이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용
설명 사인 속 항목의 내용이 일정하지 않은 행간을 보이
는 경우와 야외운동기구가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고 
훼손되어 있는 사인도 볼 수 있었다.

글씨가 작은 형태 주의사항이 눈에 
띄지 않는 형태

기구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형태

같은 제조사지만 사용설명 사인을
구성하는 항목이 다른 형태

훼손되거나 관리가 
되지 않은 형태

표 2.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 분석

Ⅳ. 노년층 사용자의 야외운동기구 인식 실태
조사

야외운동기구 인식 조사를 위하여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용자 면접 조사 및 관찰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 면
접 조사를 통하여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용설명 사인의 인식과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였으며 
사용자 관찰을 통하여 야외운동기구 사용실태를 알아보
았다.

1. 사용자 면접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사용설명 사인 가이드

라인 제시를 위하여 사용자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사
용자 면접 조사는 조사지를 작성하여 서면 면접 형식으
로 실시하였다. 면접 조사지는 성별과 연령대와 같은 기
본적인 개인정보를 묻는 기본 항목과 야외운동기구 사용
설명 사인의 인지여부와 사용빈도를 묻는 객관식 2문항
과 이해도, 디자인, 사용성에 대한 항목 14문항, 개인적
인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주관식 1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이해도, 디자인, 사용성에 대한 14개의 항목에는 리
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각 지역별로 국한된 답변
을 피하기 위하여 시찰할 당시 촬영된 다양한 야외운동

5 상체
근육풀기

‘상체근육풀기(큰활차)’라는 명칭
의 운동기구는 기구 앞에 정면으
로 서서 양손으로 바퀴의 손잡이
를 잡은 뒤 허리를 좌우로 구부리
며 휠을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는 
기구이다. 팔의 근육을 단련하고 
어깨 관절에 유연성과 탄력성을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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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이미지가 사용자 면접 조사에 함
께 사용되었다. 촬영된 야외운동기구 이미지 중 면접 조
사에 사용된 야외운동기구의 제조사와 운동기구명은 다
음 표와 같다.

제조사 운동기구명 제품번호
1 유니온랜드 온몸허리돌리기운동 UL-FIT104

2 공간창조 Gc-원그리기 GGH-012

3 한길씨엔씨 HG원그리기 HGH-106

4 형후 LH앉아당기기 BTLH-1012

5 H&S스포메딕 H&S허리돌리기 HIVSFFX-029

6 디자인파크개발 트윈트위스트 TMDP02-ZY

7 드림필 윗몸일으키기 DF-07D

8 공간파크 GP-팔관절운동 GGH-813

표 3. 면접 조사에 사용된 야외운동기구

본 연구의 야외운동기구 사용자 면접 조사 장소로는 
경상남도 창원시 내의 58개의 행정동 중에서 행정구가 
다른 5개의 행정동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동은 성산구 중
앙동, 의창구 봉림동, 마산회원구 양덕동, 마산합포구 산
호동, 진해구 자은동이다. 각 행정동 내에 위치한 도시공
원, 하천변, 약수터 주변의 야외 운동기구를 사용 중이거
나 사용한 적이 있는 노년층 56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면
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년층이라고 정한 
60세 이상의 노인을 제외한 60대 미만 응답자의 면접 
조사 6건을 제외하고 총 50건의 면접 조사지를 분석하
였다. 면접 조사 진행기간은 2019년 03월 09일부터 
2019년 03월 27일까지 총 18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2. 사용자 면접 조사 결과 분석
사용자 면접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 분석을 위한 통계

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
며 면접 조사 각 항목에 대한 응답분석을 위하여 빈도분
석, 교차분석을 하였다. 다음은 야외 운동기구를 사용하
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야외 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에 
대한 사용자 면접 조사 분석 결과이다.

항목 구분 성별 전체남성 여성

연령대

60대 빈도 16 13 29
퍼센트(%) 32% 26% 58%

70대 빈도 11 6 17
퍼센트(%) 22% 12% 34%

80대 
이상

빈도 3 1 4
퍼센트(%) 6% 2% 8%

전체 빈도 30 20 50
퍼센트(%) 60% 40% 100%

표 4. 사용자 면접 조사 참여자

먼저 면접 조사에 참여한 노년층의 성별은 모든 연령
대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 연령대의 분포는 ‘60
대’, ‘70대’, ‘80대 이상’ 중에서 60대 참여인원이 가장 많
았으며 80대 여성의 참여가 가장 적었다.

①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인지여부와 사용빈도
면접 조사에 참여한 노년층 모두가 야외운동기구 사용

설명 사인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야외운동기구 사용빈도
는 과반수인 50%가 한 달에 1-2번 사용하거나 잘 사용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사용자
는 소수임을 알 수 있었고, 야외운동기구를 자주 사용하
지 않는 노년층일지라도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이 
무엇인지는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항목 보기 빈도 %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 
인지여부

네 50 100%

아니요 0 0%

야외운동기구 사용빈도

매일 4 8%

일주일에 3-5번 5 10%

일주일에 1-2번 11 22%

한 달에 1-2번 14 28%

잘 사용하지 않음 16 32%

표 5. 사용설명 사인의 인지여부와 시용빈도

②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이해도
야외운동기구의 사용설명 사인 이해도에 대한 면접 조

사 결과, 사용설명 사인에 사용된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42%의 응답자가 ‘보통이다’라고 
답했으며, 40%의 응답자가 ‘그렇다’(38%), ‘매우 그렇
다’(2%) 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어
려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설명 사인이 그림이나 사진으로 잘 설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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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그렇다’(38%), ‘매우 그렇
다’(2%))과 ‘보통이다’(38%) 라고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
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해도에 대한 나
머지 항목(사용설명 사인의 내용이 신뢰감을 준다, 주의
사항이나 경고사항을 이해하기 쉽다, 안내판을 읽으면 
운동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에서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과 ‘보통이다’라고 응
답한 참여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이해도 항목을 연령대
별로 교차분석 한 결과 연령대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연령대에 관계없이 노년층
의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이해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항목
빈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용설명 사인에 사용된 용어의 
이해가 쉽다. 1(2%) 8(16%) 21(42%) 19(38%) 1(2%)

그림이나 사진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 1(2%) 10(20%) 19(38%) 19(38%) 1(2%)

사용설명 사인의 내용이 
신뢰감을 준다. 2(4%) 7(14%) 21(42%) 17(34%) 3(6%)

주의사항이나 경고사항을 
이해하기 쉽다. 4(8%) 13(26%) 13(26%) 19(38%) 1(2%)

사용설명 사인을 읽으면 
운동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4%) 7(14%) 21(42%) 16(32%) 4(8%)

표 6. ‘이해도’ 항목의 면접 조사 결과

③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디자인
야외운동기구의 사용설명 사인 디자인에 대한 면접 조

사 결과를 살펴보면, 38%의 응답자가 ‘글이 읽기 쉽게 
되어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30%), ‘매우 아니
다’(8%)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그렇다’(34%), ‘매우 그렇
다.’(2%)라고 응답한 면접 조사 참여자의 비율보다 2% 
높게 나타났다. 읽기 쉽지 않다고 응답한 면접 조사 참여
자를 상대로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줄과 줄 사
이(행간)가 가깝다.’, ‘부분적으로 경고 문구를 이해할 수 
없는 사용설명이 있다.’, ‘글자 크기 선택이 옳지 않다.’ 
등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의사항이나 경고 사항이 눈에 띄는가’라는 질
문에 58%의 응답자가 ’아니다’(32%), ‘매우 아니
다’(26%)라고 응답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주의사항이나 

경고 사항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심층 면접 조
사를 한 결과, ‘사용설명 사인의 내용 중 가장 아래쪽에 
있어서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른 항목과 색이 같
아서 눈에 띄지 않는다.’ 등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사용설명 사인의 글씨 크기가 적당 한가’라는 질문
에 과반수의 응답자가 ‘아니다’(36%), ‘매우 아니
다’(14%) 라고 답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심층 면접 조사
를 한 결과, ‘어르신의 시각에서 볼 때 사용설명 사인의 
글씨 크기가 작아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아야 읽을 수 있
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용설명 사인에서 사용 방법에 대한 내
용을 글보다 그림(또는 사진)으로 나타내는 것이 보기에 
편한가’라는 질문에 78%의 응답자가 ‘그렇다’(46%), ‘매
우 그렇다.’(32%)라고 답했으며 ‘매우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 디자인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 세 가지 
항목 중 디자인 항목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노년층의 신체적 특성과 면접 조
사를 통해 도출된 요구 사항을 고려한 사용설명 사인의 
디자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항목
빈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글이 읽기 쉽게 되어있다. 4(8%) 15(30%) 13(26%) 17(34%) 1(2%)

주의사항이나 경고사항이 눈에 
띈다. 13(26%) 16(32%) 8(16%) 12(24%) 1(2%)

사용설명 사인 내용의 
글씨크기가 적당하다. 7(14%) 18(36%) 19(38%) 4(8%) 2(4%)

사용방법을 글보다 그림(또는 
사진)으로 나타내는 것이 보기에 

편하다. 
0(0%) 6(12%) 5(10%) 23(46%) 16(32%)

표 7. ‘디자인’ 항목의 면접 조사 결과

④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사용성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사용성에 대한 면접 조

사 결과에서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관리가 잘 
되어있는가‘라는 질문에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가 ‘보통
이다’(48%)라고 답했으며 부정적인 답변과 긍정적인 답
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용설명 사인의 관
리 수준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야외운동기구 사용 시 나타나는 운동 효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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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보통이다’(8%)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그렇다’(40%), ‘매우 그렇
다.’(2%)라고 대답한 응답자와 ‘아니다’(34%), ‘매우 아니
다.’(8%)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똑같이 나타났다. 

‘사용설명 사인에 운동 효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6%의 응답자가 ‘그렇
다’(56%), ‘매우 그렇다.’(20%)라고 답했으며 이는 운동 
효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
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사용설명 사인이 눈에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는가’라
는 질문에는 ‘그렇다’(32%), ‘매우 그렇다.’(8%)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아니다’(22%), ‘매우 아니다.’(8%)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보다 10% 많았으며, 

‘운동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 사인을 읽어본 
뒤 사용하는가’라는 질문 또한 ‘그렇다’(34%), ‘매우 그렇
다.’(4%)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아니다’(22%), ‘매우 
아니다.’(8%)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보다 8%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사용성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 노년층은 
운동 효과가 포함된 사용설명 사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항목
빈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용설명 사인의 관리가 잘 

되어있다. 1(2%) 11(22%) 24(48%) 13(26%) 1(2%)

운동효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4(8%) 17(34%) 8(16%) 20(40%) 1(2%)

사용설명 사인 내용에 
운동효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1(2%) 2(4%) 9(18%) 28(56%) 10(20%)

사용설명 사인이 눈에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다. 4(8%) 11(22%) 15(30%) 16(32%) 4(8%)

운동기구 사용 전, 사용설명 
사인을 읽어본 후 사용한다. 4(8%) 11(22%) 16(32%) 17(34%) 2(4%)

표 8. ‘사용성’ 항목의 면접 조사 결과

  
3. 사용자 관찰 결과 분석

사용자 관찰 조사 분석 결과, 한 기구 당 사용 시간은 
30초부터 10분 내외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용 시간
이 5분을 넘기는 사용자는 사용설명 사인에 제시된 운동
량에 맞추어 정해진 횟수를 2~3세트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리학적 자극에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 떨어지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상 운동의 강도를 낮추
고 장시간 지속하는 운동 방법이 적합하지만[17],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일부에 제
시된 운동량은 대부분 2~3세트 실시를 권장하고 있어 
노년층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운동 빈도와 강도,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운동기구의 방향이 사용
설명 사인 방향으로 설계된 기구의 사용자는 운동 중 사
용설명 사인을 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사용자는 운동 시
작 전 사용설명 사인을 읽지 않고 운동기구를 이용했다. 
또한 사용설명 사인에 제시된 운동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도 있었으며 휴대전화를 보며 운동에 임하는 사용
자 또한 볼 수 있었다. 이는 사용설명 사인 내에 휴대전
화 사용에 대한 위험을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Ⅳ.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 디자인 가이
드라인 제안

앞서 사용자 면접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야외운동기
구 사용설명 사인의 이해도 항목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
가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한 소수의 
응답자의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문제
점이 도출되었으며 사용설명 사인의 용어사용에 대한 문
제점으로 확인되었다. 사용설명 사인에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 정보습득 과정에서 혼동이 올 수 있음으로 영어사
용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
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이해도, 
디자인, 사용성 세 가지 사용자 면접 조사 항목 중 디자
인 항목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글씨 
크기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노년층을 위하여 글보다는 그림이나 사진 위주의 사
용설명 사인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주의사항이나 경고 사
항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면
접 조사의 사용성 항목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
인에 운동 효과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
되었다. 따라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운동 효과 내용이 
사용설명 사인에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
자관찰 분석 결과,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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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운동량을 조정해야 할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 면접 조사 및 관찰 결
과를 바탕으로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개선된 디
자인 가이드라인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설명 사인에 들어갈 내용의 행간을 충분히 넓게 
한다.

 노년층의 시각에서 볼 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읽을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전체적으로 크게 개선한
다.

 경고문구의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단어를 사용해 구성한다.

 주의사항이나 경고 사항을 사용설명 사인 위쪽에 위
치시키거나 강조하는 컬러를 사용해 구성한다.

 사용 방법을 문구 위주가 아닌 그림 또는 사진 위주
로 설명한다.

 그림이 복잡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간단하고 간결한 
스타일의 그림 또는 사진을 사용한다.

 사용설명 사인 내에 운동 효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다.

 정보습득 과정에서 혼동이 오지 않도록 영어나 다른 
외래어의 사용을 되도록 줄인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동에 임하는 사용자를 위해 
부상의 위험이 있음을 고지한다.

 노년층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동량의 범위를 
조정하여 제시한다.

이 밖에도 ‘어두운 야간시간대에는 표지판을 제대로 
읽을 수 없음’, ‘사용설명 사인이 기구에 가려져 있음’, 
‘운동기구 설명보다 제조사 로고가 중요해 보임’ 등의 기
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개선된 
사용설명 사인 디자인에서 야외운동기구의 구조적인 문
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 디자인 개발로 연결되어야 할 것
이다.

Ⅵ. 결론

고령화시대의 도래로 사회문제 중 노인 빈곤과 노인의 

건강 문제 등 각종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
다. 노인의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일상 여가생활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근린공원이나 약수터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증진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노인 사용자의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에 대한 노년층의 인식과 문
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용자 면접 
조사를 했으며 면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사용자 면접 
조사는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별, 연령
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
인의 인지 여부, 사용 빈도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았다. 
사용자 면접 조사에 참여한 연령대는 60대> 70대> 8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보다 남성
의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 면접 조사 참여자 
모두가 사용설명 사인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용자 면접 
조사에 참여한 인원의 과반수가 야외운동기구를 한 달에 
1~2번 사용하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노년층이 생각하는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
인의 깊이 있는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리커트 5
점 척도를 사용하여 이해도, 디자인, 사용성으로 항목을 
나누어 면접 조사를 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을 한 참여
자만 심층 면접 조사를 하여 부정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다. 야외운동기구 사용
설명 사인에서 용어나 사용 방법에 대한 노년층의 이해
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외래
어 사용의 자제나 보편적인 단어 사용을 요구하는 면접 
조사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디자인 항목에서는 주의사
항의 강조나 글씨 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글(문자) 위주의 설명보다 그림이나 사진 위주의 설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사용성 측면에서는 사용설명 사
인 내에 운동 효과 포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사용자관찰 결과, 운동 중 휴대전화 사용과 
노년층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운동량의 문제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노년층을 
위한 야외운동기구 사용설명 사인의 10가지 가이드라인
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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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적용
한 디자인 개선안이 제안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사용자 면접 조사가 모든 노년층의 입
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야외운동기구 사용설
명 사인이 노년층을 위한 디자인으로 개선되고 이 외에 
다양한 사인물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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