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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ime allocation in unmarried single household. It examined meal activities 

and leisure by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using the 2014 time-use survey data of 1,664 

cases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Descriptive statistics, a paired t-test, and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4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otal time for meal activities 

in unmarried single households was 125 minutes. Most meal activities consisted of eating 

activities, and the meal preparation time was about 19 minutes. Females spent much longer 

time in meal preparation than males. Leisure time was 285 minutes, and the longest time spent 

of leisure activities was spent using medias. Males’ total leisure time was longer than fe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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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leisure time. Finally, employed individuals spent much longer periods of time in leisure 

than unemployed individuals. All the results showed differences between genders and 

employment status.

Key Words : 1인가구(single households), 생활시간사용(time use), 식사활동(meal activities), 

여가활동(leisure)

I. 서론

201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가구 유형에서 1

인가구가 1순위를 차지, 그 이후로도 1인가구는 계

속 증가 추세에 있다(통계청, 2015). 통계표준어의 

개념상 1인가구는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하는데, 2016년 현

재 전체 가구는 1936만7696건이고, 그 중 1인가구

는 539만7615건으로 전체 가구의 총 27.8%를 차지

하고 있다(통계청). 현재 1인가구는 가정생활과 관

련된 현상, 즉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과 함께 핵심적인 일상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

다. 이는 최근 부각되는 혼밥(혼자서 식사), 혼여

(혼자서 여행), 혼공(혼자서 공부), 혼강(혼자 강의 

수강) 등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잘 자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 단위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일

상생활을 영위해온 바, 이제 1인가구가 보편화된 

시대에는 다양한 요소들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

고 할 것이다. 

1인가구의 증가 그리고 전체 가구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 사회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현상이며, 따라서 1인가

구의 일상생활실태와 요구도, 생활의 각 영역에서

의 자원관리,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이들 집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1인가구를 위한 

정책도 충분치 않은데, 특히 1인가구에 대한 정책 

자체에 대한 개념과 범주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자원경영학에

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가족정책, 건강가정정책

의 맥락에서 접근할 때, 1인가구를 혼자 사는 개인

으로 보면 가족정책의 대상이 되기 힘들지만, 대부

분은 가족이 있으나 현재 혼자 사는 가족원으로 

규정하면 가족정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인 내용이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송혜

림, 2016).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시간 

사용, 여가생활, 경제적 자원 관리, 사회적 관계망 

등의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

다. 따라서 1인가구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다양

한 연구를 수행하여 1인가구의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초하여 1인가

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설계, 프

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1인가구의 구성을 보

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분포되어 있어1) 

1인가구 안에서도 집단별로 생활의 양식과 자원관

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생활

주기 혹은 연령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집단

별 생활양식과 실태, 요구도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의 프로그램이나 정책 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혼의 청년 1인가

구를 대상으로 이들 집단의 생활시간사용을 분석하

고자 한다. 특히 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내용 중 식사 그리고 여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1) 2010년 통계에서 1인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39세 이하 38.7%, 40-50대 29.4%, 60세 이상 31.9%,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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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를 연령별 혹은 혼인상태별로 구분할 때 청

년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노년기 1인가구 등으

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집단별로 1인가구가 되는 동

기와 생활실태 그리고 특징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동일한 한 집단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

이 적절한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청년 1인가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학업과 직

장 등을 이유로 원가족을 떠나 새롭게 가족을 꾸리

기 전 잠시 거쳐가는 임시적 가족형태로 접근할 수

도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최근 결혼의 지연,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자발적 1인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도 주목할 수 있다(우민희 외, 2015). 

청년 1인가구는 이처럼 그 안에서 다양성이 있고 

이들 집단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가 계속 축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서 

‘혼자 놀고 혼자 먹는’ 현상에 주목한 다수의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2) 미혼의 청년 1인가구가 식사활

동과 여가활동에 투입한 생활시간을 분석하여 세부

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의미도 강조할 수 있을 것이

다. 혼자 사는 자유로운 삶, 화려한 싱글과 같은 용

어는 주로 청년 1인가구를 묘사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청년 1인가구의 식사활동 

그리고 여가활동에 대한 분석은 1인가구 관련 후속

연구에 다양한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시간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와 조사결과

를 보면 생활시간 영역별 시간배분에 있어서 성

별·취업별 차이가 크다는 점3), 특히 청년 1인가구

의 경우 취업한 집단과 비취업 집단(주로 학업)의 

생활실태에 있어 차이가 클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

여, 성별 그리고 취업여부에 따른 시간차이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청년 1인가구는 20-30대 미혼 1인

가구로 규정하였는데, 2016년 현재 1인가구 중 미

혼은 40.9%, 기혼은 59.1%를 차지하고 있다(통계

청). 본 연구는 이러한 미혼 청년 1인가구에 주목, 

이들 집단의 생활시간사용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2015년 통계청이 제공한 생활시간자료를 사용하고

자 한다. 그리고 이 때 성별 그리고 취업여부에 따

른 시간사용의 차이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생

활시간사용은 단지 시간량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얼마만큼 했는가를 나타내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생활시간사용을 통해 일상생활 자체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시간 배분의 균형, 일과 생

활의 조화 등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

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청

년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도출

하여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1인가구의 실태 및 생활 특성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다양하고도 빠른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각 가정의 가족 세대구성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 수 역시 감소함

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에서도 1인가구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1인가구 수

는 539만 7,615가구로 전년(520만 3,440가구)보다 

37.3% 증가했고(한국일보, 2017),4) 1인가구가 총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14.4%, 2010

2) 네이버 이슈(2016.2.20), “1인가구가 바꿔놓은 먹고 살고 노는 풍경”; 허윤경 외(2016); 박현우 외(2015); 윤소영(2017)

3) 통계청(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서지원 외(2017), 청년 1인가구의 성별 생활시간 사용구조와 주관적 시간빈곤; 장연주 

외(2012),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 조미라(2016), 여가시간 불평등 연구; 차승은(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

인 탐색

4) 한국일보(2017.10.6.), “1인가구가 이렇게나… 소형 오피스텔이 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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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8.0%, 2014년 26.8%, 2016년 27.2%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17).5) 그리고 1

인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통계청 (2025년은 전망치)

<그림 1> 1인가구 현황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 3명은 1인

가구 형태로 나홀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

에서 혼자만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생활을 즐기는 

사람을 지칭하여 ‘나홀로족’과 ‘일코노미(1인과 이코

노미(economy)가 합쳐진 뜻)’라는 용어가 등장하였

고 일코노미는 ‘혼자 살아도 잘 살자!’는 모토로 미래

보다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YOLO(You Only Live 

Once)’ 문화와도 맞물리기도 한다(뉴스핌, 2017)6).

1인가구의 증가 배경은 여성고용 확대, 교육수준 

향상, 소득의 증가(고소득층의 결혼과 출산 연기 혹

은 기피), 소득의 감소(결혼 비용 충분치 않아 결혼

하지 않고 싱글로 살아가는 시기가 길어짐), 대도시 

형성, 개인주의 확대, 초혼연령 상승, 수명 연장, 고

령화, 통신 발달 등 후기 산업사회 사회구조의 변화, 

경제적 여건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조영희, 2017). 

이러한 1인가구의 특성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

아 대부분 혼자서 밥을 먹거나 여가를 즐기는 경우

가 많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혼밥

을 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9%에 달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절반(52%) 이상이 세끼 모두 혼자 식사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혼자 공연을 보러 다니는 혼공

족 역시 매해 증가하고 있다(송혜림, 2017 재인용). 

1인가구로 살아감에 있어 힘든 점으로는 경제적 

측면, 외로움과 불안감, 가사활동, 치안, 주변의 시

선 등이라 하였고7), 특히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빈곤율이 다인가구의 빈곤율보다 훨씬 

높아 소득, 주거, 건강 등의 차원에서 신 취약계층

이 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5). 1인가구의 경우 월세 등 임대료 

부담이 크고 1인가구의 빈곤 자체가 주거비 부담으

로 인한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KB금융지주경

영연구소, 2017). 1인가구의 주거 관련하여, 주거공

간의 의미는 잠자는 곳 > 쉬는 곳의 순서로 나왔다. 

또한 적절한 주거공간의 크기는 10-15평이 1순위

로, 그러나 현재 주거 공간의 크기에서는 5-10평 미

만이 1순위로 나타나 희망과 실제 간 격차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현재 거주하는 주거형태는 원룸 > 

아파트 > 빌라/연립주택 > 오피스텔의 순서로 나타

났다(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6). 

이처럼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요구에 맞춰 시장

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솔로이코노미 

상품의 개발,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 확대, 소포장

과 간편조리음식 활성화, 작고 스마트하고 개인화된 

생활제품 등을 찾아볼 수 있다(조영희, 2017 재인용).

2.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의 동향과 내용

우리나라의 증가하는 1인가구 수와 더불어 1인

가구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인가구 관련 연구8)는 크게 1인가

구의 주거(형태), 경제 및 소비, 여가와 문화, 식생

5) 연합뉴스(2017.4.13), “청년 1인가구, 10평 집에 살며 1년 3개월만에 이사”.

6) 뉴스핌(2017.10.6), “나혼자 산다, 1인가구용 ‘일코노미 재테크’”.

7) KBS 1 생로병사의 비밀(조영희, 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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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사회관계망 등의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거, 주생활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1인가

구의 주거 관련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인 주제들도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좀 더 큰 틀에

서 1인가구의 주거, 주택 관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들까지 다양한 주제로 분포되어 있다. 1인가

구의 수납가구 사용 요구(최은정·박수빈, 2017), 

주거서비스 요구(박수연·김영주, 2013), 주거환경

만족요인, 스마트홈 서비스 선호도(이은주·권오

정, 2015), 주택유형별 범죄 안전성(황성은·강부

성·박지연, 2013),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신상영, 

2010) 소득별 주거선택 영향 요인,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쉐어하우스 개발(엄연실·권오정, 

2014) 등의 연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의 결과 

실제 1인가구의 주거, 주택, 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른 한 편으로 1인가구를 위한 주택공

급 방향(김태주·안정근·정오락, 2015), 주택법제 

개선방안(배건이·정극원, 2014), 주택정책 방향

(이재수·양재섭, 2013), 주택수요 예측(신미림·

남진, 2011) 등 거시적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을 정

비하여 1인가구의 주생활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

는 자료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축적되어 있다. 특

히 1인가구의 증가가 부각되는 2010년 이후 연구

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와 주생활 

분야에서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주거형태, 주거

특성, 주거환경과 지역, 요구도 등 다양한 주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서울처럼 1인가구

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초점으로 한 연구가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다음으로 1인가구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

는 가구이므로 이들 집단의 소비와 구매 그리고 경

제적 특성 등과 관련된 분석이 활성화되고 있다. 관

련 선행연구의 주제는 1인가구의 구매, 지출, 소비

생활과 관련된 연구, 재무관리와 만족도 그리고 1인

가구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시장 등 외부환경요

인에 주목한 연구로 구별할 수 있다. 1인가구의 구

매, 재출, 소비생활과 관련된 주제로는 1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충동구매 차이(이철성·김장현, 2016), 

구매의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김희연, 2016), 품목

별 지출(박문수 외, 2015), 구매행동(원종현·정재

은, 2015), 문화소비지출(박근화 외, 2015), 연령대

별 소비지출패턴(성영애, 2013) 등이 있다. 다음으

로 1인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서명

희·김영희·이현옥, 2017), 1인 노인가구의 경제

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정운영·정세은, 2011)와 같

이 1인가구의 재무관리와 삶의 만족도를 함께 분석

한 연구도 있다. 그리고 1인가구의 소비생활과 관

련된 시장환경 관련 연구로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구브랜드 발전방안(어경은·김승인, 2016), 1인

가구 관련 외식업 서비스 방향, 오프라인 매장 선택 

요인(김은경·조춘한, 2015) 등이 포함된다. 특히 

소비 및 경제생활 관련, 1인가구의 구매활동과 소비

행태, 다인가구와의 비교 등의 주제가 부각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집단별 분석도 물론 포함되

어 있으나 향후 청년-중장년-노년-남성-여성 등 1인

가구 집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특정 1인가구 집

단의 소비행동이나 구매의사결정 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1인가구의 

식사활동 그리고 여가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1

인가구의 여가를 주제로 한 연구의 동향을 보면 여

가활동, 여가와 행복, 여가시간 등의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지역 1인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

형과 우울수준(강은나·김혜진·김영선, 2017) 연

구의 결과, 중고령자 1인가구의 경우, 여가활동에 

있어 어떠한 활동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울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노년 1인가구에게 있어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8) 네이버 학술정보에 ‘1인가구’를 검색하여 2000년대 이후의 KCI에 등록된 연구들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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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년 1인가구의 여가적 삶

과 행복(윤소영, 2017)에 대한 연구의 결과, 적극적 

여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생활시간 자료를 통해 노인 1인가구

의 여가시간을 분석한 연구(강은주, 2017)에서는 노

년 1인가구의 경우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것보다 교

제활동, 친분있는 사람 돕기, 자원봉사 등 누군가와 

함께 하는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인가구의 관광참여행동에 

관한 연구(송완구·임지은·도해용, 2015)에서는 1

인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여행을 더 많이, 더 오래 

다니고 더 많은 비용을 쓰는 집단으로 밝혀졌으며 

성별, 연령, 지역규모, 학력, 소득, 혼인상태, 직업, 

거주지역에 따라 1인가구의 관광참여행동에 차이가 

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로 선정한 청년 1인가구의 여가생활이나 여가시간

과 같은 주제는 아직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여가활동시간 그리고 그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파악

함으로써 청년 1인가구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유용

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1인가구의 식사활동, 식생활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1인가구의 일상적인 식생활, 외

식, 식생활만족도 등의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1

인가구의 전반적인 식생활 태도를 파악한 허윤경

과 심기현(2016)은 1인가구 가운데 하루세끼 식사

를 규칙적으로 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밥을 먹을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서 끼니를 자주 

거르며 1인가구의 여성일수록 조리가 간편한 요리

보다 한식 위주의 가정식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

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1인가구의 식생

활은 규칙적이지 못하고 가공식품이나 외식의 의

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가구 형태의 

식생활유형이 외식선택속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장용현·이보순·이종호, 2016)에 대한 연구 

결과, 1인가구는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식 

시, 남성의 경우 한식을 선호하며 여성의 경우 한

식과 양식을 동일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소비자들의 외식업 선택에 있어서는 식생

활유형을 바탕으로 세분화한 결과, 편의추구형과 

건강추구형은 서비스, 품질, 접근성, 경계성의 요

인을 모두 고려하여 외식업을 선택하는 반면, 경제

추구형은 품질을 고려하여 외식업을 선택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고 맛추구형은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필규(2016)는 1인가구의 경

제적 특성이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는데, 그 결과 1인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하여 하루 

세끼를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약 2~3배 정도 높고 

매일 혼자 외식하는 비율도 다인가구에 비하여 약 

2배 정도가 높으며 연령별 외식 장소 및 선택이유

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인가구의 

생활, 경제적 특성이 다양하기에 성별, 연령별, 소

득 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박재홍과 유소이(2016)의 

연구에서는 다인 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식생활 

만족도에 있어 보통이하를 포함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거주지역, 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 가정내 식사정도, 기능성식품을 섭취하

는 경우, 가구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민

건강영양조사(2010-2012)를 이용한 1인가구와 다

인가구의 채소와 과일 섭취를 비교한 연구(이지

유·신애선, 2015)도 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1인가구의 경우 규칙적으로 

식사하기가 어렵거나 잦은 외식 등의 이유로 식생

활 만족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회자되는 ‘혼밥’이 실

제 보편화되고 있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아직

까지 1인가구의 식사활동 관련 시간사용 연구는 없

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1인가구의 식생활 실태의 

중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1인가구의 관련된 선행연구로 노인 1인가

구의 현황 및 커뮤니티센터 요구도(심애리·박성신, 

2017), 소셜로봇의 역할(최민영·김승인, 2017),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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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인가구의 특성(송유진, 2007), 1인가구의 연령

별 분포요인(이선희·윤동현·고준환, 2015), 1인가

구 생활실태 분석(김도희, 2015), 1인가구의 심리적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고지영·

이연숙·안소미, 2015), 결혼 가치관(호정화, 2014), 

탈북 1인가구의 남한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김현

아·조영아·김요완, 2014), 한국과 미국의 1인가구 

특성 비교(이현정, 2012) 등, 1인가구와 관련하여 사

회적 관계망, 인식과 가치관, 집단별 비교 등의 주제

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 검토 결과, 청년 1인가구

의 생활실태에 대한 분석, 생활시간 자료를 활용한 

1인가구 연구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에 있어 생

활필수시간-노동(학업)시간-가사노동(돌봄

포함)시간-여가시간 배분은 어떠한가?

둘째,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에 있어 식사

시간 그리고 여가시간 배분은 어떠한가? 

셋째,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 미

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의 

범주

2014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중분류/소분류 대분류

노동과 학습

고용된 일 및 자영업, 구직활동 일

학교활동, 학교활동외 학습 학습

출·퇴근, 기타 일 관련 이동, 학습관련이동 이동

가사노동

(돌봄 포함)

음식준비,가정용 섬유 및 신발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 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가정관리

함께 사는 만 10세미만 아이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살지 않은 그 외 가족 돌보기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가정관리 관련 이동,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이동

여가

참여활동, 자원봉사, 친분 있는 사람 돕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종교활동, 문화 및 관광 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의례활동, 기타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기타 분류되지 않은 행동, 생활시간조사표 기입, 기타 미분류 행동 기타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기타 이동 관련 활동 이동

생활필수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 건강관리, 기타 개인유지 개인유지

개인유지 관련 이동 이동

<표 1> 생활시간 영역과 내용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22권 2호 2018. 5

－52－

넷째,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 사용 관련 주관

적 인식은 어떠한가?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2014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은 20-30대 미혼 1인가구이며, 이 집단을 청년 1인

가구로 규정하였다. 시간일지 자료를 통해 측정된 

생활시간은 일, 학습, 이동, 가정관리, 가족 및 가

구원 돌보기, 이동,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

가활동, 기타, 이동, 개인유지, 이동 등의 대분류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은기수 외, 

2015; 김외숙 외, 2016)를 참조하여, 크게 4개 영

역으로 구분, 노동과 학습-가사노동(돌봄 포함)-여

가-생활필수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을 분석

함에 있어 취업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주목하였고, 

따라서 실제 취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근무일을 기

준으로 분석하였다.

변수 빈도(%) 변수 빈도(%)

성별
남성 972(58.4)

건강상태

상 787(47.3)

중 704(42.3)
여성 692(41.6) 하 173(10.4)

취업

함 1,242(74.6)

월소득

200만원미만 866(52.0)

안함 416(25.0) 200-300만원 468(28.1)

일시휴직 6(.4) 300만원이상 330(19.8)

거주지역

수도권* 702(42.2)

직업유형**

관리전문직 358(28.8)

사무서비스 580(46.7)

비수도권 962(57.8)
기술직 206(16.6)

단순노무 98(7.9)

연령대
20대 912(54.8)

종사상지위***

상용 806(65.0)

임시일용 296(23.9)
30대 752(45.2) 자영업 138(11.1)

교육수준

중졸이하 14(.8)
(임금근로자)

취업형태****

전일제 972(87.7)
고졸 342(20.6)

시간제 136(12.3)전문대졸이상 1308(78.6)

주거형태

자가 288(17.3)

주평균근로시간*****

40시간미만 222(17.9)

전세 326(19.6)
40-50시간 538(43.3)

월세 1012(60.8)

50시간이상 482(38.8)기타(무상) 38(2.3)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비경제활동인구 416명, 휴가 및 일시 휴직 6명 미포함

*** 무급가족종사자 2명, 비경제활동인구 416명, 휴가 및 일시 휴직 6명 미포함

**** 임금근로자 1,108명 = 상용 806명, 임시일용 296명, 휴가 및 일시 휴직 6명

***** 주평균 근로시간 비경제활동인구 416명, 휴가 및 일시 휴직 6명 미포함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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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그리고 생활시간 관

련 주관적 인식(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정도, 시간

사용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

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생활시

간배분에 대한 독립변수(성별/취업여부)의 영향력

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통계

분석은 SPSS 2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20-30대 미혼 1인가구를 청년 1

인가구로 규정한 바, 시간조사자료에서 1인가구는 

총 23,804건이며,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인 20-30대 

미혼 청년 1인가구는 1,664건으로 나타났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 중 남성의 비율이 더 많고(58.4%), 경제활

동을 하는 비율은 74.6%이다.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 그 이유는 학업이 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취업준비(2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비

수도권(57.8%)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대는 

20대가 더 많다(54.8%).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

의 비율이 매우 높고(78.6%), 주거형태는 월세가 가

장 많다(60.8%). 건강상태는 보통이다와 좋(은편이)

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다수이며(89.6%), 월소득은 

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다(52%). 취업한 경

우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직이 가장 많고(65%), 

그 다음이 임시일용(23.9%) 그리고 자영업(11.1%0

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일제가 87.7%로 시간제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직업유형은 사무/서비스

직의 비율이 가장 높고(46.7%), 그 다음이 관리전문

직(28.8%), 기술직(16.6%), 단순노무직(7.9%)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경우 주 평균 근로시간은 

40-50시간인 경우가 4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0시간 이상(38.8%), 40시간 미만(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 실태

1) 생활필수-노동(학업)-가사노동(돌봄포함)

-여가활동 시간 배분 실태

먼저 대분류에 해당되는 생활필수, 노동과 학업, 

가사노동(돌봄 포함) 그리고 여가활동에 배분된 시

간량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생활필수 노동(학업포함) 가사노동 여가활동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698.1 122.351 372.3 261.686 63.5 79.874 287.3 192.058

<표 3> 청년 1인가구 시간사용량 (N=1,664)

(단위: 분/일)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생활

필수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 698분, 즉 

하루 평균 11시간 30분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비

해 가사노동시간은 가장 짧아 1시간 정도이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로 분석한 결과에서 전

체 응답자의 경우 생활필수시간은 674분, 노동시

간(학업 포함)은 263분, 가사노동시간은 124분, 여

가생활시간은 289분이다(통계청, 2015). 따라서 전

체 응답자에 비해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생활필수

시간과 노동시간은 더 길고, 가사노동시간은 훨씬 

짧으며 여가활동시간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30대 미혼인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성별 

그리고 취업활동 여부에 따라 생활내용이 많이 다

를 것이므로, 이 두 가지 요소를 독립변수로 네 개 

영역에 투입된 시간량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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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남성 M(SD)

(N=972)

여성 M(SD)

(N=692)
t

생활필수 682.5(119.960) 719.9(122.791) -6.190***

노동(학업포함) 395.6(263.943) 339.6(255.094) 4.331***

가사노동 47.1(66.306) 86.6(90.919) -9.718***

여가활동 297.3(200.753) 273.1(178.322) 2.585*

*p<.05 **p<.01 ***p<.001

<표 4> 청년 1인가구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사용의 차이

(단위: 분/일)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은 네 영역 모두 성

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생활필수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더 길고, 취업노동시간과 여

가시간은 남성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노동시간이 남자는 4시간 8분, 여자는 2시간 26분으

로 남자가 더 길며, 가사노동시간은 여자 3시간 28

분, 남자 47분으로 여자가 훨씬 길게 나타난2014년 

생활시간조사 전체 응답자의 생활시간배분 실태와

도(통계청, 2015)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취업여부 역시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취업 집단의 경우 당연히 

취업노동시간이 길며, 이로써 나머지 생활필수, 가사

노동, 여가활동 등에 배분하는 시간량은 더 짧다.

이와 같이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에 있어 

생활필수-취업노동-가사노동-여가 등 생활의 주요 

영역에 배분한 시간량은 성별 그리고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경제활동 상태

취업 M(SD)

(N=1,242)

미취업 M(SD)

(N=426)
t

생활필수 694.7(121.191) 707.7(124.993) -1.844*

노동(학업포함) 407.4(258.567) 269.9(242.175)9) 9.853***

가사노동 60.2(77.305) 73.7(86.611) -2.766**

여가활동 259.1(180.869) 369.5(200.684) -9.952***

*p<.05 **p<.01 ***p<.001

<표 5> 청년 1인가구 취업여부에 따른 

생활시간사용 차이

(단위: 분/일)

2) 청년 1인가구의 식사활동시간10)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 청년 1인가구의 식사

활동과 관련된 시간량을 분석하였다. 먼저 식사활

동시간 총량은 125분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 중 식사와 간식은 106분 그리고 음

식 준비가 18분 정도로 나타났다.

식사활동시간 총량 식사 및 간식 음식 준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124.9 50.737 106.4 44.425 18.5 27.425

<표 6> 청년 1인가구가 식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 (N=1,664)

(단위: 분/일)

이를 소분류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다.

총 125분 정도의 식사활동시간 중, 식사에는 75

분, 즉 1시간 15분 가량을 배분하고 있으며, 나머지 

9) 미취업대상자의 경우에도 학업, 구직 등에 투입한 시간이 노동(학업포함) 영역에 포함됨

10) 생활필수영역의 식사하기, 간식하기 항목과 가정관리 영역에서의 식사 간식 준비, 설거지, 뒤처리 등을 합하여 식사활동으로 명명함

식사 간식·음료 식사준비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설거지·식후정리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74.9
31.

227
31.5

33.

014
10.4

17.

165
0.7

5.

747
7.4

12.

906
0.00 0.00

<표 7> 청년 1인가구가 식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세부항목) (N=1,664)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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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인 간식과 음료에 31분, 식사준비에 10분, 설거

지와 식후정리에 7분 가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식사활동시간의 대부분은 식사시간이며 식

사준비와 설거지 등에 투입하는 시간은 매우 미미한

데, 이는 청년 1인가구가 음식 준비와 조리, 뒤처리 

등을 스스로 하지 않고 외식, 배달, 가공식품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한편,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식사 및 간식시간은 1시간 56분, 즉 116분으로 나타

난 바(통계청, 2015), 전체 응답자에 비해 청년 1인

가구의 식사시간(식사 및 간식 106.4분)은 다소 짧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혼자 사는 젊은 1인가구

의 특성 상 하루 두끼 먹는 경우도 많고, 혼자 식사

하거나 외식, 가공식품의 짧은 조리 후 식사, 1인분

의 식사 준비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고11), 

따라서 식사준비 시간이 다인 가구 집단에 비해 상

대적으로 짧게 나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식사활동시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아래 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구분

성별

남성 M(SD)

(N=972)

여성 M(SD)

(N=692)
t

총 식사활동시간 121.9(46.641) 129.2(55.745) -2.806**

음식준비(중) 15.2(23.179) 23.3(31.887) -5.694***

식사 76.3(30.720) 73.1(31.852) 2.073*

식사준비 9.0(15.446) 12.4(19.160) -3.854***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0.4(4.932) 1.1(6.711) -2.316*

설거지, 식후정리 5.8(10.689) 9.8(15.196) -5.966***

*p<.05 **p<.01 ***p<.001

<표 8> 청년 1인가구 성별에 따른 식사활동시간

(단위: 분/일)

총식사활동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7분 가량 더 

긴데, 세부적으로 볼 때 음식준비시간, 식사준비시

간, 간식 등 만들기, 설거지와 식후정리 등에 투입

하는 시간은 여성이 더 많고 식사시간 자체는 여

성이 더 짧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식사활동시간

이 더 길게 나오는 결정적 이유는 식사하는 시간

이 아닌, 나머지 식사준비 및 뒷정리시간에 기인한

다. 남성의 경우는 준비하고 뒷처리하는 시간보다 

식사하는 시간이 여성보다 더 길고, 여성의 경우는 

그 반대인 결과로서,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여부에 따른 식사활동시간의 차이

를 보면, 모든 세부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분

취업여부

일을 하였음 
M(SD)(N=1242)

일을 하지 않았음 
M(SD)(N=416)

t

총식사활동시간 218.7(32.821) 214.7(22.871) -2.422*

식사 및 간식(중) 108.4(41.700) 100.4(51.483) 2.880**

음식준비(중) 17.5(27.217) 21.6(27.749) -2.661**

식사 76.0(31.616) 71.9(30.018) 2.313*

식사준비 9.8(17.066) 12.1(17.389) -2.322*

설거지, 식후정리 7.0(12.652) 8.7(13.376) -2.323*

*p<.05 **p<.01 ***p<.001

<표 9> 청년 1인가구 취업여부에 따른 식사활동시간

(단위: 분/일)

취업을 한 경우 총 식사활동시간은 219분 정도, 

즉 3시간 49분이며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4분 정

도 적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는 있

지만 취업한 집단 그리고 취업하지 않은 집단 간 

총 식사활동에 투입한 시간량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세부적으로 볼 때, 식사 및 간식 그리고 식사 

시간은 취업한 집단의 경우가 더 길고, 나머지 음식

준비, 식사준비, 설거지/식후정리 등의 시간은 취업

하지 않은 집단에서 더 길게 나타났다. 즉, 현재 취

11) 엠브레인 리서치 보고서 ‘1인가구 관련 조사’(2015)에 따르면 20대와 30대 1인가구의 경우 40대와 50대 1인가구에 비해 하루 두 

끼 식사, 외부에서 사 와 집에서 식사의 비율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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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식사 시

간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길고, 나머지 준비 및 

뒤처리 시간은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3) 청년 1인가구의 여가활동시간

여기에서 여가활동시간은 여가를 위해 이동한 시

간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총 여가활동시간은 285.4

분(표준편차 190.78455)으로, 하루 평균 4시간 45분 

정도를 여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

활동의 세부항목별로 시간량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평균(분) 표준편차(분)

참여활동 0.44 9.043

자원봉사 0.50 9.638

친분 있는 사람 돕기 0.503 8.192

교제활동 45.9 51.89805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120.3 116.79571

종교활동 5.9 40.31735

문화 및 관광 활동 8.2 33.30450

스포츠 및 레포츠 24.4 47.03562

의례활동 0.63 7.33354

기타 여가활동 49.7 80.39673

여가관련 이동 30.6 57.82107

<표 10> 청년 1인가구의 여가활동시간(세부항목)

(N=1,664)

(단위: 분/일)

총 여가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세

부활동은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기타>교

제>이동>스포츠/레포츠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나

머지 여가활동보다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에 투

입하는 시간량이 절대적으로 매우 길게 나타났다. 

반면 참여활동이나 자원봉사에 투입한 시간은 매우 

미미하다.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이 1순위로 부

각되는 것은 청년 1인가구의 여가생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노년기 1인가구의 경우 교

제활동이 52.71분으로 청년 1인가구보다 긴 반면,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은 22.06분으로(강은주, 

2017) 청년 1인가구보다 매우 짧다. 또한 노년기 1

인가구의 참여활동이나 자원봉사, 친분 있는 사람 

돕기 등에 투입한 시간은 청년 1인가구보다 더 길

어, 여가시간에 있어 같은 1인가구라 해도 세대 간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시간의 차이를 분석해 보

면 아래와 같이 중분류 항목별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분

성별

남성 M(SD)
(N=972)

여성 M(SD)
(N=692)

t

대
분
류

총
여가활동

297.3(200.753) 273.1(178.322) 2.585*

중
분
류

교제활동 43.6(50.710) 49.1(53.393) -2.118*

문화 및 관광활동 5.5(27.536) 11.92(39.749) -3.661***

의례활동 1.0(9.354) 0.1(2.461) 2.650**

기타 여가활동 64.8(91.725) 28.4(54.366) 10.139***

소
분
류

컴퓨터·
모바일 게임

37.8(78.249) 7.4(30.306) 11.024***

인터넷 정보검색 23.2(41.761) 18.5(37.046) 2.374*

*p<.05 **p<.01 ***p<.001

<표 11> 청년 1인가구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시간

(단위: 분/일)

총 여가활동시간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길어 여

성은 273분, 남성은 297분 정도 나타나, 24분 가량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분류로 구분할 때 교제

활동, 문화 및 관광활동은 여성이 더 길고, 그에 

비해 컴퓨터/모바일 게임, 인터넷 정보검색에서는 

남성의 시간량이 더 길어, 여가활동 항목별 시간량

에서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년 1인가구

의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별이 나타난 선행연구(우민희 외, 2015)의 결과

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노년기 1인가구의 여

가시간에서도 성별 차이가 확인되어(강은주, 2017)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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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래 표

와 같이 중분류 항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현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의 경

우 총 여가활동시간은 259분, 즉 4시간 19분이며, 

이에 비해 취업하지 않은 상태의 경우 369분, 즉 6

시간 정도로 나타나, 확실히 취업한 경우 여가시간

이 짧아진다는 당연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증분류 세부항목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는데, 교제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스포츠와 레포츠, 교제 및 이동, 대면교제, 컴퓨터/

모바일 게임, 인터넷 정보검색 등의 항목에서 취업

한 경우의 시간량이 더 짧다. 

한편, 생활시간조사표에서 여가활동의 경우 소분

류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현대인에게 어떤 여가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여가활동의 소분류 항목

에12) 대한 시간량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시간량이 

긴 순서대로 5개 항목을 추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 청년 1인가구의 여가활동 5개 

우선순위항목(소분류)

청년 1인가구의 여가활동에서 1순위를 차지하는 

활동은 TV등 실시간 방송보기이며, 그 다음이 이동>

12) 여가활동 소분류 항목은, 의무적 참여활동( 자녀교육 관련, 기타 참여활동, 국가·지역 행사 관련, 소외계층 관련, 재해주민 관

련), 기타 자원봉사(친분 있는 사람 돕기, 소득 있는 활동 돕기, 가사활동 돕기, 기타 돕기), 대면교제(화상·음성교제, 문자·메

일교제, 기타 교제관련 행동), 책 읽기(신문 보기, 잡지 보기), 실시간 방송 보기((TV), 비디오 보기, 라디오 듣기, 오디오 듣기), 

인터넷 정보검색, 기타 미디어 관련 여가활동, 개인적 종교 활동(종교 집회·모임 참가, 기타 종교 관련 행동), 영화관·비디오방, 

연극, 콘서트, 미술작품·박물관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관광·드라이브, 기타 문화·관광 활동, 걷기·산책, 달리기·조깅, 등

산, 자전거·인라인, 개인운동, 구기운동, 낚시·사냥, 기타 스포츠·레포츠, 관혼상제 등 의례, 집단게임·놀이, 컴퓨터·모바일 

게임, 개인 취미활동, 여가·교양 학습, 유흥, 담배 피우기, 아무것도 안하고 쉼, 기타 여가 관련 행동, 참여·봉사활동 관련 이

동, 교제·여가활동 관련 이동 등이 포함됨

구분
경제활동 상태

일을 하였음 M(SD)(N=1,242) 일을 하지 않았음 M(SD)(N=416) t

대분류 총 여가활동 259.1(180.869) 369.5(200.684) -9.952***

중분류

교제활동 42.5(50.267) 55.2(55.328) -4.148***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109.8(108.173) 151.1(134.705) -5.665***

스포츠 및 레포츠 21.4(44.226) 32.8(53.303) -3.906***

기타 여가활동 42.9(71.512) 70.0(100.051) -5.108***

소분류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27.1(54.371) 40.3(65.779) -3.686***

대면교제 26.9(42.281) 34.1(48.053) -2.733**

컴퓨터·모바일 게임 19.8(56.214) 41.2(83.281) -4.879***

인터넷 정보검색 17.9(35.304) 31.0(50.066) -4.939***

*p<.05 **p<.01 ***p<.001

<표 12> 청년 1인가구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사용량의 차이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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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교제>컴퓨터/모바일게임>인터넷 정보검색의 순

으로 나타났다. 즉 대중매체와 IT매체를 중심으로 

한 여가활동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남성의 경우 실시간 방송 보기>컴퓨터/모바일 

게임>이동>대면교제>인터넷 정보검색의 순으로 나

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1순위는 같지만 2순위부

터는 차이가 나서 실시간 방송 보기>이동>대면교

제>인터넷 정보검색>개인운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실시간 방

송 보기가 여가활동 중 가장 긴 시간을 배분하는 

활동이며, 남성의 경우 5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개

인운동에 여성에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5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컴퓨터/모바일 게임이 남성에게 나

타난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3.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 관련 주관적 인식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시간피곤함 정도, 시간부족

감, 시간사용만족도 등 생활시간 사용과 관련된 주

관적 인식을 함께 파악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 관

련 주관적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시간 피곤함 정도는 평소 하루 일과 끝난 후에 

어느 정도 피곤함을 느끼는가를 나타내는데 점수

가 낮을수록 피곤함의 정도가 높다. 청년 1인가구

의 시간 피곤함 정도는 4점 만점에 1.86으로 나타

나 피곤함의정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시간

부족감은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아니

면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점

수가 낮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높게 느끼는데 본 연

구의 결과 4점 만점에 2.03으로 시간부족감을 그

리 높게 느낀다고는 할 수 없다. 2014년 생활시간 

조사의 전체 응답 결과에서도 시간 피곤함을 느끼

는 비율이 부족감을 느끼는 비율보다 높아(통계청, 

2015), 청년 1인가구의 주관적 인식의 결과가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

다. 시간활용 만족도의 경우, 시간일지를 작성한 

(둘째) 날 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도로서, 역코딩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5점 만점에 3.09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에도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

나(통계청, 2015) 청년 1인가구와 전체 응답자의 

시간활용 만족도가 유사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청년 1인가구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5개 우선순위 항목(소분류)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시간부족감(4점 척도) 1664 2.03 0.808

시간피곤함 정도(4점 척도) 1664 1.86 0.657

시간활용 만족도(5점 척도) 1664 3.09 0.858

<표 13> 청년 1인가구의 시간만족도, 

시간피곤함, 시간부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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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전체 가구유형 중 1순위를 차지하

고 있는 1인가구의 생활실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

하였다. 1인가구 중 20-30대 미혼 1인가구를 청년 1

인가구로 규정, 이들 집단의 생활시간사용실태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생활시간 대분류 영역인 생활

필수-노동(학업)-가사노동(돌봄포함)-여가활동에 배

분한 시간량을 분석하였고, 다음 단계에서 식사활동 

그리고 여가활동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성

별 그리고 취업여부별로 비교하였다. 연구자료는 통

계청이 2015년 제공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결과이

며, 분석에 포함된 청년 1인가구는 총 1,664명이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생활필수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 698

분, 즉 11시간 30분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사

노동시간은 가장 짧아 1시간 정도이다. 성별 차이를 

보면 네 가지 생활시간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생활필수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더 길

고, 취업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남성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의 경험도 그렇거니와 다양한 선

행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생활

시간 영역별 성별 차이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당연한 결과지만, 취업 집단의 경우 취업노동시간이 

길고 나머지 시간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사활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식사활동

시간 총량은 125분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로 나타났

고 이 중 식사와 간식은 106분 그리고 음식 준비가 

18분 정도로 나타났다. 즉 식사활동의 대부분은 식사

를 하는 시간이며 준비와 뒤처리 등의 시간은 매우 

미미하여 청년 1인가구가 스스로 조리를 하여 먹는다

기보다는 외식, 가공식품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총식

사활동시간은 더 길지만 그 결정적 이유는 식사하는 

시간이 아닌 나머지 식사준비 및 뒷처리시간으로, 남

성의 경우는 준비하는 시간보다 식사하는 시간이 여

성보다 더 길고, 여성의 경우는 그 반대인 결과로서,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다른 형태의 가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청년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시간을 비교분석한 선행연구(서지원 

외, 2017)의 결과 청년 1인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가정

관리 시간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고, 1인가구 남성

보다 부부가구 남성의 가정관리 시간이 더 적은데, 

이는 여성의 가정관리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취업여부에 따른 식사활동시간의 차이를 보면, 취

업을 한 경우 총 식사활동시간은 219분 정도, 즉 3시

간 49분이며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4분 정도 적다. 

세부적으로 볼 때, 식사 및 간식 그리고 식사 시간은 

취업한 집단의 경우가 더 길고, 나머지 음식준비, 식

사준비, 설거지/식후정리 등의 시간은 취업하지 않

은 집단에서 더 길게 나타났다. 즉, 현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식사 시간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길고, 나머지 준비 및 뒤처리 시간은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한 경우 직장근무를 

중심으로 정해진 식사시간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오

히려 비취업집단보다 식사시간은 길지만, 스스로 조

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준비와 뒤처리 

시간 자체는 더 길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여가활동시간의 경우, 하루 평균 4시간 45분 정

도를 여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여

가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세부활동은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

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기타>교제>이동>

스포츠/레포츠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총 여가활동

시간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길어 하루 평균 24분 가

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취업한 경우 여가활동시간은 4시간 19분 정

도, 이에 비해 취업하지 않은 경우 6시간 정도로 나

타나, 취업여부에 따라 여가활동시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의 소분류 항목

에서 5개 우선순위 활동을 추출한 결과, 1순위를 차

지하는 활동은 TV등 실시간 방송보기이며, 그 다음

이 이동>대면교제>컴퓨터/모바일게임>인터넷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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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로 차

이를 보여 남성의 경우 실시간 방송 보기>컴퓨터/모

바일 게임>이동>대면교제>인터넷 정보검색의 순으

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1순위는 같지만 2순

위부터는 차이가 나서 실시간 방송 보기>이동>대면

교제>인터넷 정보검색>개인운동의 순으로 나타났

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실시간 

방송 보기가 여가활동 중 가장 긴 시간을 배분하는 

활동이며, 남성의 경우 5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

운동에 여성에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5순위에 포

함되지 않는 컴퓨터/모바일 게임이 남성에게 나타

난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곤함의 정도는 높은 편으로, 시간

부족감은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그리고 시간활용 

만족도에 있어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점을 도출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생활필수시간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식사활동시간에서 파악한 바 예컨대 조리나 설거지 

등과 같은 시간이 매우 미미한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2014년 생활시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의 가사노동시간이 124분인데 비해 청년 1인가구의 

경우 63.5분으로,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에 주목할 수 있다. 1인가구는 1인이 생계와 취사를 

독립적으로 하는 가구이며, 따라서 날마다의 가정경

영과 자기돌봄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인데, 이

에 해당하는 가사노동시간이 매우 적게 나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정경영과 돌

봄은 결혼 이후 가족원이 생겼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연령부터 습관화되어 있어야 하

며, 이것은 독립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관리와 돌봄 관련한 영역에

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

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시절까지 학

습에 집중한 지금의 청년세대가 가정관리나 자기돌

봄에 익숙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증가할 상황을 예측할 때 가정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 1

인가구의 가정관리 및 돌봄 영역의 세부항목별 시간

량을 분석하여, 어떤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식사활동시간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절대적인 시

간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성별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식사시간 

자체는 남성이 더 길지만 식사준비나 뒤처리 시간은 

여성이 더 길다는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

서 소개한 선행연구(서지원·양진운, 2017)의 결과

처럼 가구형태를 불문하고 가사 및 돌봄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가정관리와 돌봄을 수행함에 있어 남성

보다 여성의 부담이 더 크고 이는 궁극적으로 여가

시간의 축소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생활 불

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

다는 점에서, 생활시간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를 보

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하루 24시간 중 어떤 영역에 투입하는 시간량이 길

면 당연히 다른 영역에 투입되는 시간량은 짧아지게 

되는데, 이는 4개 생활시간 영역에 대한 시간배분에

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가사노동시간이 길고 여가

시간이 짧게 나온 본 연구에서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함께 많은 부분에

서 실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

역할, 돌봄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성차별적 역할분

담이 유지되고 있는 현상 또한 발견할 수 있고 이를 

본 연구에서는 성별 시간사용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

한데, 특히 첫 번째 논의점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청년 1인가구에 대한 가정관리나 자기돌봄의 프로

그램 개발 시 남성 청년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맞

춤형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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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과 관련하여 TV등 실시간 방송 보기가 

남성과 여성 모두 1순위로 나타났는데, 노동 대비 

여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삶의 질이나 행복에서 여

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청년 

1인가구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필요하

다고 할 것이다. 여가활동은 시간과 경제적 자원 

그리고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므로 

청년 1인가구의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다

양한 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정보 제공 등의 과제

를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와 관련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별로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분석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 특수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반

영한 맞춤형의 프로그램, 제도와 정책 등을 개발하

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시간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 그 중에서 식

사와 여가에 주목하였는데, 후속연구를 통해 다른 

생활시간 영역의 시간량, 다양한 변수의 영향력 등

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족자원경영학 분

야에서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여가관리·시간관

리·가정경영 교육과 상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프로

그램의 개발, 교육과 상담에 투입되는 전문가 양성 

및 배출 등 다양한 과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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