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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를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동시간을 통근시간, 돌봄이동시간, 

가사이동시간으로 구분한 후 2019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20~65세 기혼자의 시간빈곤을 분석했

다. 주요 분석 결과는 세 가지다. 첫째, 이동시간의 구성에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1일 출퇴근 시간은 수도

권이 약 1시간 30분인데 반하여 비수도권은 1시간 정도에 그친다. 반면 돌봄이동시간은 수도권이 짧고 농

촌지역은 상대적으로 길다. 둘째, 시간 구성의 지역별 차이는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를 서로 다른 방

식으로 틀 지우고 있다. 수도권은 시간빈곤이 유･무급노동시간과 출퇴근 시간의 상관이 큰 반면 비수도권

은 출퇴근시간보다는 돌봄이동시간과 관련이 깊다. 셋째, 분석대상을 기혼자 일반, 유자녀 가구, 맞벌이 유

자녀 가구로 좁힐수록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는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에서는 출퇴근 시간과 

시간빈곤, 비수도권에서는 돌봄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가 아이가 있는 가구일수록, 맞벌이일수록 강하

게 연관된다. 수도권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비수도권에서는 돌봄이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시간빈곤을 해소

하는 방법이다.

주요어: 시간, 시간빈곤, 이동시간, 통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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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밝을 때 퇴근했는데 밤이야...저녁이 없어...”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삼남매 중 장녀 염기정이 내뱉는 대사다. 염씨네 삼남매는 경

기도 산포시에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한다. 둘째 염창희는 “계란 노른자”가 아니라 산포시라는 

“계란 흰자”에 살아서 여자 친구에게 차였다고 생각한다. 막내 염미정은 “집이 경기도라서...” 

회식을 꺼린다. 시간 가난뱅이로 사는 일상이 고단했는지 이들은 서울에 거처를 마련한다. 이

것이 해방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선택한다.

삼남매처럼 시간이 가난한 한국인이 많다. 한국의 시간 마름병은 원인이 여러 가지다. 우선 

일하는 시간이 길다. 노동시간이 점차 줄고 있지만 2020년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한다. 일하기 위해 움직이는 

시간도 길다. 국제협력개발기구의 가족통계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일 평균 통근시

간은 58분이다. 회원국 평균은 28분인데 두 배를 넘는다.1) 이동시간에는 통근시간만 있는 것

은 아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시간도 이동시간이고 장보러 오가는 시간

도 이동시간이다. 이동시간이 길면 시간은 가난해진다.

세계 어디에서나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은 정비례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또 다른 렌즈가 필요

하다. 바로 공간구조다. 인구의 절반이 서울･경기･인천에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다.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적 자원과 사회문화적 기반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탓일 게다. 수도권 안에서도 차

이가 있고, 비수도권에서도 대도시와 농촌이 다르다.

공간구조는 시간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 오전 8시 30분에 광화문역은 어딘가에서 달려왔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을 토해낸다. 일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

는 길이다. 해가 지면 직장인은 그 지하철에서 고단한 하루의 중력을 받아냈던 고개를 힘없이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간다. 광화문이나 강남의 시계는 다른 곳보다 바삐 간다.

이 글은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를 지역의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한다. 이동시간은 목적 

활동을 위해 수단으로 활용되는 시간이다. 이동시간이 짧을수록 의미 있는 활동에 투자할 시간

이 많아진다. 보통 이동시간은 통째로 묶어 목적시간(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등)의 하위 

범주로만 다루어졌으나 이를 분리하여 살펴보면 수단으로 할애되는 시간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루고 시간빈곤과는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볼 수 있다. 

연구의 세부주제는 두 가지다. 첫째, 시간 구성과 이동시간의 양상을 지역별로 비교한다. 일

1) 다만 해외에서도 대도시권의 출퇴근시간은 긴 편이다. 한국의 출퇴근시간이 긴 것은 시간 자체가 긴 것도 있

지만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집중도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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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간, 가족 돌보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의 구성은 공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인구가 밀

집된 대도시는 아무리 교통망이 촘촘해도 이동시간이 길 것이고 중소규모의 도시나 농촌은 사

정이 다를 것이다. 도시인의 시간빈곤은 일상의 어느 부분에서 비롯되는가, 지방에 살거나 돌

봄 부담이 적음에도 시간빈곤에 빠진다면 이는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지역별 시간구성과 이동

시간의 차이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를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다. 이동시간은 통

근시간, 돌봄을 위한 이동시간, 가사노동에 관련된 이동시간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동시간을 

세 가지로 나누어 지역별로 이동시간이 시간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비교한다. 연구 과제

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다.

∙ 지역에 따라 시간구성과 이동시간의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

∙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는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가?

2. 기존연구 검토

1) 이동시간에 관한 연구

일상생활에서 이동시간은 수행하려는 목적 활동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시간빈곤 

연구에서는 대체로 개인의 하루 시간을 1) 수면, 식사, 이･미용과 같이 자기 정비 및 관리를 위

한 필수시간(necessary time), 2) 유급 노동 시간(working time), 3) 돌봄 및 가사활동을 위한 헌

신시간 내지 직･간접적인 돌봄시간(committed or caring time), 그 외의 4) 자유시간 혹은 재량

시간 등으로 구분한다(As, 1978). 이동시간 역시 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일을 하기 위해 직

장에 오가는 통근시간, 돌봄 관련 이동시간(예: 자녀나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성인을 돌봄 기

관에 맡기기 위한 이동 등), 가사활동 관련 이동시간(예: 장을 보거나 물품 수리를 맡기기 위한 

이동 등), 자기관리를 위한 이동시간(미용실, 목욕탕 이용 등), 여가활동과 교제를 위해 이동하

는 시간 등이다. 

그간 이동시간 중에는 통근시간이 주로 연구되었다. 통근시간에 대한 관심은 미국에서 공간

불일치(spatial mismatch) 가설로 촉발되었다(Kain 1968). 소수인종과 취약계층일수록 집과 일

터가 멀어 통근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공간불일치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는 백인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좋을수록 통근시간이 짧다는 결과를 제시한다(Goodman and Berkma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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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is and DiTomaso 1983; O’Hare 1983; Holzer 1991; Gabriel and Rosenthal 1996; Hu 

2022 등). 반론도 있다. 도시의 교외화와 도심 공동화로 오히려 고소득층이 직주분리를 선호한

다고 한다(Gordon, Kumar and Richardson 1989). 주거지-직장 소재지의 위치, 이동수단 등 

통근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백인과 소수인종 간의 통근시간 양상은 수렴된다는 주장도 

있다(Taylor and Ong 1995). 공간불일치에 관한 논쟁은 직주근접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미국의 

소수인종 고용과 주택시장에서의 차별, 계층화와 관련되어 있다. 

공간불일치 가설에 관한 연구에서 통근시간은 직주근접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proxy)로 활

용되었다. 그러나 통근시간 뿐만이 아니라 돌봄과 가사를 위한 이동으로 관심을 확장하면 인종

적 차이보다 성별 차이가 보다 중요하며 이 점에서 통근시간이 아닌 하루 중의 이동 양상(travel 

pattern)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임금노동자인 경우 평균적으로 여성의 이동시간은 남성보다 

짧지만 이동 빈도는 더 많은 편이다(Giuliano 1979; Hanson and Pratt 1990). 이는 여성의 상대

소득이 낮거나, 여성이 많은 직종이 주로 도심에 분포하거나 여성의 대중교통 의존성이 높은 등 

공간 경제적 요인도 있으나(Hanson and Johnston 1985), 가사 및 유급 노동의 불평등한 배분과 

가구 내 성별 분업이 남녀의 이동시간 차이를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Hanson and 

Pratt 1990; Preston et al. 1993). 여성의 평균 통근시간이 짧은 것은 주 돌봄자로 자녀를 돌보

기 위한 이동시간이 남성보다 길고, 자녀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까운 곳에 직

장을 잡기 때문이기도 하다(Hanson and Pratt 1990). 따라서 여성의 통근시간이 남성의 절반 내

지 2/3에 불과하더라도 돌봄을 위한 이동시간은 남성보다 길며, 총 이동시간이 남성보다 짧더

라도 이는 통근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규칙적이지도 않다(Wachs 1992; Rosenbloom and Burns 

1993). 그래서인지 자녀가 없는 가구 남녀의 통근시간 차이가 가장 적으며 인종과 소득,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족 규범과 성 분업 정도에 따라 남녀의 이동양상에 차이가 발생한다(Taylor and 

Mauch 1997; O’Hare 1983). 

한국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나 소득, 성별 등에 따라 통근시간의 길이와 양상에 차이가 발

생하고, 통근시간의 차이는 전체적인 시간 배분 양상과 시간 빈곤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국내 연구는 결과가 상반된다. 수도권은 소득이 감소할수록 통근시간이 길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소득에 따른 통근시간 격차가 커진다며 공간불일치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가 있다(이

민주･박인권 2016; 전명진･정지은 2011; 전명진･이지현 2020).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거주지

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통근시간이 비정규직보다 길며, 수도권에서 2010년을 

전후로 교외화가 진척되어 직주분리 경향이 강해졌다는 연구도 있다(Kim 2007; 손승호 2014; 

최석현･이병호 2017). 지방 광역시는 전반적인 통근시간이 단축되어 직주근접이 좋아졌다는 

평가도 있다(Kim 2007). 성별 차이를 살핀 연구는 여성의 통근시간이 남성보다 짧은 편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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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 양육자가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양준석･이상현 2014; 서미숙 2016).

그러나 이동시간과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간빈곤 연구는 흔치 않다. 사정은 해외에서

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시간배분이나 시간빈곤의 질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Arora 2014; Sidh 

and Basu 2011; Chopra and Zambelli 2017; Jain and Zeller 2015)에서도 이동시간은 목적 활

동의 하위 범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근시간이 짧고 통근시간을 제외한 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이 주제에 선뜻 눈길이 가지 않을 것이다. 반면,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다른 나라에 비해 통근시간이 길고 성 분업이 강하며 교통망과 생활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 통근시간을 포함한 이동시간의 길이와 배분을 지역별로 살펴볼 이유다. 

2) 지역과 시간빈곤

해외에서도 시간빈곤의 지역적 차이는 크게 주목받는 주제는 아니었다. 시간빈곤 연구는 일

국 내 지역 간 비교보다는 국가 간 비교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McGinnity and Calvert 

2009). 인구나 경제적 자원의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다면 지역별 시간빈곤 차이에는 

관심이 적었을 것이다. 다만 저발전 국가 여성의 시간빈곤을 다룬 연구는 주로 농촌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한적이고 농촌 여성이 남성만큼 유급 노동에 종사하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었다(Arora 2015; Sidh and Basu 2011; Irani and Vemireddy 

2021). 

한국의 시간빈곤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었다. 국내의 시간빈곤 연구는 주로 시간빈곤의 실태

와 개인이나 가구의 요인 규명에 초점을 두었다(노혜진･김교성 2010; 노혜진 2013; 서지원 

2015; 오혜은 2017; 박예은 외 2017; 이경희･김근주 2018; 조아라 외 2020). 선행연구를 종합

하면 시간빈곤은 장시간 유급노동, 성 역할에 의한 불평등한 가사와 돌봄의 배분에서 비롯된

다. 시간빈곤의 해악은 개인의 일-여가 균형, 삶의 만족도, 건강상태 등에 걸쳐 조명되었다(박

예은 외 2015; 김미영･박미려 2017).

국내의 시간빈곤 연구에서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간 국내의 시

간빈곤 연구가 주로 시간빈곤의 원인 분석과 시간빈곤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

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조사자료가 많지 않다는 자료의 한계에도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일부 시간빈곤 연구는 실증모형에서 지역을 다룬 바 있다. 연구 

결과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적용한 시간빈곤의 정의와 분석 자료의 차이에서 주로 비롯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2) 첫째, 시간빈곤 요인의 지역별 차이다. 다양한 시간빈곤 요인을 검토

2) 시간빈곤의 측정방법은 다양하다. 이는 크게 주관적, 객관적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시간빈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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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혜진(2019)의 연구는 지역을 서울과 그 외 지역 중 시 단위, 도 단위의 3가지로 구분하여 

다양한 시간빈곤 개념을 적용하였다. 자유시간과 총노동시간, 활용가능시간은 도단위>시단위>

서울 순으로 부족하지만 재량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민의 시간주권보다 

시간의 양적 측면의 결핍이 큰 것으로 보았다. 둘째,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을 지역에 들여온 

연구다. 노혜진･김교성(2010)은 시간조정 소득빈곤 개념을 도입하여 시간과 소득을 동시에 감

안할 때 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에 비해 시군 거주자가 소득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오혜은(2017)은 수도권 거주자의 소득빈곤 확률이 시군구 거주자보다 유의하게 낮

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시군구 거주자에 비해 이중빈곤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한다. 

소득계층에 초점을 맞춘 박세정(2020)은 고소득층은 다른 지역 거주자가 서울･광역시 거주자

에 비해 시간빈곤일 가능성이 높으나 중산층은 서울･광역시에 거주할 때 자유시간이 상대적으

로 길다고 분석했다. 셋째, 시간압박감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 연구가 있다.3) 서지원･양진운

(2017)은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지역이 부부 가구의 시간압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시간압박감이 유의하게 높다고 한다. 이와 같이 지역

이 시간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은 시간빈곤의 정의와 분석자료의 차이 외에 주된 시간빈

곤 요인인 가구 구조와 일자리 특성이 지역별로 다르고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모형에서의 

통제가 다른 점도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시간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내 성 분업

과 유급노동 일자리의 특성은 전반적인 이동시간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동시간의 특성과 시간빈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희소하다. 동시에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가 지역별로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 역시 찾

아보기 어렵다. 한국은 일자리뿐 아니라 교통망, 돌봄 인프라, 생활편의시설 전반에서 수도권

도 자유시간을 구하는 과정에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같이 절대적 기준을 사용할지, 개인의 자유시간을 

구한 후 중위값의 60%와 같이 상대적인 임계선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절대적, 상대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Bardasi and Wodon 2006; Harvey and Mukhopadhyay 2007 등).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기준 모두 자

유시간의 결핍으로 시간의 양적 측면만을 강조할 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시간사용의 자기결정권은 반영하지 

못하며 시간에만 초점을 두기에 시간과 교환될 수 있는 소득자원을 고려하여 재량시간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

도 있다(Goodin et al 2008). 측정방법에 따라 각각의 정의는 장단점이 있다. 시간빈곤의 다양한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Bardasi and Wodon(2006), 노혜진(2019) 등을 참조. 시간빈곤 정의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강건한 분

석 결과를 찾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나 한 연구에서 지역과 이동시간, 시간빈곤, 시간빈곤 측정에 따른 차이를 

모두 다루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상대적 시간빈

곤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다른 시간빈곤 정의에 따른 지역과 이동시간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이후

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3) 시간압박 내지 스트레스(time surpress, time stress)는 “개인이 일상 중 체감하는 시간부족감”이라는 점에서 

각주2)에서 논의한 시간빈곤의 측정방법 중 주관적인 기준에 속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시간활용조사를 예

로 들면 “평소 시간부족을 느끼는 정도(1-4점 척도)”가 시간압박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측정방

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 대체로 객관적인 시간빈곤 상황일수록 체감하는 시간압박도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Hamermesh and Lee (2007), 김진욱･고은주 (2015)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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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수도권,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적지 않다. 지역 간 불균등은 직장과 집의 근접성, 집과 돌

봄시설의 근접성, 직장과 돌봄시설의 근접성에 영향을 미쳐 이동시간의 지역 간 차이를 초래하

며, 이러한 이동시간의 차이가 시간배분과 시간빈곤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이동시간

과 시간빈곤의 관계를 지역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3. 연구자료와 변수

1) 연구자료와 분석방법

이 연구는 2019년 5차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의 시간배분 및 

활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시간빈곤 연구에서 널리 활용된다. 생활시간조사는 시간

일지법(time diary)으로 개인의 시간활용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경제조사에서 노

동시간, 자유시간 등 시간에 관련된 자기기입식 설문 방식보다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

고 구체적인 행동분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1999년 제1차 조사 이후 5년 단위로 수행되어 현재 5차까지 조사되었으며, 5차조사부터는 1차

(7월), 2차(9월), 3차(11월)에 나누어 수행되어 시간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절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 이외에 노동패널 부가조사도 활용할 수 있다. 노동패널은 소득을 100만 원 단

위 급간으로 조사하는 생활시간조사에 비해 소득에 관한 정보가 풍부하다. 이에 소득에 관하여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한국노동패널(KLIPs)의 17차년도(2014년) 부가조사를 활용한 시간연

구도 적지 않다(오혜은 2017; 노혜진 2019; 박세정 2020). 지역 역시 시군구 단위 정보를 제공해 

생활시간조사의 지역분류(17개 광역시도)보다 자세하다. 다만 노동패널에서 시간일지방식으로 

시간량을 알 수 있는 최근의 자료가 2014년이기에 현재와 적지 않은 시점 차이가 있다. 노동패

널은 소득과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시간활용에 있어서는 생활시간조사가 

비교적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연구는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했다.4)

분석대상은 1∼3차 전체 조사 차수의 20세 이상 65세 이하 비농가 가구의 임금노동자 중 기

4) 선행연구와 별도로 본 연구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도 생활시간조사의 차수 별로 시간빈곤율과 주된 행동

시간 특성의 기술통계를 살펴본 후 출퇴근시간 및 시간빈곤에 관한 경험 분석을 하였는데, 4차 생활시간조사

의 특성과 노동패널 17차 년도의 시간빈곤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으로 최근의 생활시간조사로 올수록 

성별, 연령대, 지역별 시간빈곤율에 일정한 경향성이 관찰되는데, 이 점에서 노동패널 17차 조사보다 최근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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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로 한정했다. 기혼자는 주로 자녀에 대한 직･간접 돌봄을 수행하는 반면 미혼은 경우에 따

라 성인 돌봄을 수행하지만 대체로 돌봄 관련 이동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혼도 엄밀하게는 

자기돌봄이 있겠으나 이는 일반적인 돌봄노동 및 이동시간과는 거리가 있어 제외했다.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응답자에 따라 주중 2일, 주중 1일 및 주말 1일, 주말 2일 중 한 가지로 

유형으로 응답한다. 주중과 주말의 시간활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평

균시간을 산출한다. 하나는 주중과 주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2일의 응답시간을 7일 내지 10

일로 산정한 후 1일 평균 시간활용으로 변환한다. 다른 하나는 주중 자료만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여기서는 후자의 방식을 택해 최소 주중 1일 이상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했다.5)

지역은 서울, 경기･인천의 읍면, 경기･인천의 동, 비수도권의 읍면, 비수도권의 동으로 구분

했다. 지역별 이동시간의 차이에 따른 시간빈곤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 교차분석을 시행

하고 평균을 비교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지역과 이동시간에 따른 시간빈곤 차이를 분석

했다. 연구의 관심이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이기 때문에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시간빈곤 여부

이며 이동시간이 독립변수로 포함된다. 유･무급노동시간을 제외하고 이동시간만을 고려할 경

우 추정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무급 노동시간 역시 회귀모형에 포함했다. 

2) 변수의 정의와 특성

분석에 활용한 변수와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기술통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교차검정 및 일

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개인의 1일 시간에서 유급노동시간 및 가사시간, 개인유지를 

위한 필수시간과 이동시간을 차감해 자유시간을 계산한 후 자유시간의 중위값 60%를 임계선

으로 하여 시간빈곤을 정의했다. 자유시간의 중위값은 하루 160분, 시간빈곤선은 96분, 시간빈

곤율은 22.67%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은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분류에서 출근 및 퇴근(행동분류 921, 922), 가정관리 관련 

이동(행동분류 940), 만 10세 미만, 만 10세 이상, 장기 돌봄 필요 성인,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관련 이동(행동분류 951, 952, 953, 954)에 들어간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했다.6)

5) 응답일 가중치의 경우 주중에는 5, 주말에는 2로 가중하여 주중 2일 응답자는 10일, 주중 1일 주말 1일 응답

자는 7일로 환산해 각각 14,400분과 10,080분을 기준으로 자유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주말에 관련된 시

간빈곤 연구가 아닌 이상 비교적 동질적인 응답일이 바람직하기에 주중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6) 출장 및 기타 일 관련 이동(923)은 주로 유급노동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일환이며 이동 자체가 주된 업

무인 경우도 있으므로 유급노동 관련 이동에서 제외하였다. 자가소비일 관련 이동(924)은 유급노동으로 분류

되나 가구 소비를 위한 재화 생산이므로 가사노동을 위한 이동과 성격이 유사한 점에서 분류 기준이 모호하

다. 사전분석시 가사를 위한 이동에 포함하든 하지 않든 큰 차이가 없어 제외하였다. 그 외 이동시간 중 자원

봉사 및 무급연수 관련 이동도 간접 돌봄의 일환으로 이동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윤자영 2020: 34) 본 연

구의 초점은 가구 내 돌봄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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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설명 및 표본의 시간빈곤 여부 별 특성

변수
변수
특성

설명 전체
시간

비빈곤
시간
빈곤

χ2/F

시간
빈곤

이항
자유시간 중위값의 60%이하
1=시간빈곤, 0=시간 비빈곤

5,708
(100.0)

4,414
(77.33)

1,294
(22.67)

이동
시간

출
퇴근

연속 1일 평균 출퇴근시간(단위: 분)
69.02

(44.38)
66.63
(43.35)

77.17
(46.86)

57.00***

돌봄 연속 1일 평균 돌봄 관련 이동시간(단위: 분)
5.38

(17.17)
3.43

(12.27)
12.02
(27.04)

261.78***

가사 연속 1일 평균 가사 관련 이동시간(단위: 분)
4.93

(14.13)
4.38

(11.92)
6.80

(19.80)
29.38***

노동
시간

유급
노동

연속 1일 평균 유급노동시간(단위: 분)
425.09
(158.48)

406.91
(155.80)

487.13
(151.76)

268.41***

돌봄 연속 1일 평균 무급돌봄노동시간(단위: 분)
27.00

(57.89)
19.34
(45.85)

53.13
(82.06)

362.58***

가사 연속 1일 평균 무급가사노동시간(단위: 분)
71.42

(85.62)
69.12
(84.57)

79.27
(88.67)

14.09***

필수시간 연속 1일 평균 필수유지시간(단위: 분)
658.22
(93.57)

653.73
(91.93)

673.55
(97.45)

45.25***

자유시간 연속

1일 24시간 중 유･무급노동 및 이동시간을 
제외한 잔여시간(단위: 분)
**자유시간 중위값: 160.00
**시간빈곤 임계선(중위값 60%): 96.00

178.94
(114.60)

216.47
(101.79)

50.94
(37.46)

3,291.24***

지역 범주

서울
648

(11.35)
469

(72.38)
179

(27.62)

23.04***

경기･인천

읍･면
100

(1.75)
76

(76.00)
24

(24.00)

동
1,141

(19.99)
846

(74.15)
295

(25.85)

비수도권

읍･면
789

(13.82)
624

(79.09)
165

(20.91)

동
3,030

(53.08)
2,399
(79.17)

631
(20.83)

연령 연속 응답자 연령
47.33
(9.72)

48.13
(9.62)

44.61
(9.59)

134.19***

성별 이항

여성
2,482

(43.48)
1,787
(72.00)

695
(28.00)

71.21***

남성
3,226

(56.52)
2,627
(81.43)

599
(18.57)

돌봄필요 연속 가구 내 미취학 아동의 수
0.28
(0.59)

0.22
(0.53)

0.47
(0.71)

183.80***

개인
소득

연속 개인소득 급간 중간값의 표준화 값
0.00
(1.00)

0.02
(1.02)

-0.07
(0.92)

8.42**

가구
소득

연속 가구별 가구원 합산 소득 균등화 후 표준화 값.
0.00
(1.00)

0.01
(1.01)

-0.05
(0.94)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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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변수의 셀 첫 값은 평균, 괄호는 표준편차. 이항 및 범주형 변수 셀 첫 값은 빈도, 괄호는 백분율(%)임. 이항/범주형 
변수의 전체열 백분율은 해당 범주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시간비빈곤 및 시간빈곤 열의 백분율은 해당 범주 내에서 시간
빈곤･비빈곤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임. 
 가장 우측열의 χ2/F에서 연속변수는 일원분산분석 검정결과. 이항/범주형 변수는 교차분석 결과. 
 *p<.05, **p<.01, ***p<.001

1일 평균 출퇴근 시간은 69.02분, 돌봄 관련 이동은 5.38분, 가사 관련 이동은 4.93분이다. 

출퇴근 시간이 다른 이동시간에 비해 현저히 길다. 돌봄 이동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외벌이인 

경우 통상 유급 노동을 하지 않는 쪽이 돌봄 이동을 대신 수행할 수 있고, 돌봄시설에서 차량운

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가사이동 시간 역시 길지 않다. 장보기 

같은 일은 주로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7)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주중이고 가사이동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기에 분석 결과의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하지만, 가

사이동시간 역시 이동양상의 한 부분이며 가사노동이라는 목적활동에 수반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 시간빈곤율은 서울이 27.62%로 가장 높고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다. 수도권에서

는 동 지역의 시간빈곤율이 읍･면지역보다 근소하게 높고 비수도권은 읍･면이 약간 높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따라서 시간빈곤은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도시-농촌 지역보다 큰 것으로 판

단된다.

7) 원자료에서 주말 응답자를 제거하기 전에 주중･주말에 따른 남녀의 유･무급노동시간 및 이동시간을 정리하

여 [부표 1]에 수록했다. 가사이동의 경우 여성은 주중에 7.27분, 남성은 2.75분에 불과한데 반해 주말에는 각

각 16.87분, 15.38분가량 수행한다. 

가족
형태

범주

외벌이
1,560

(27.33)
1,250
(80.13)

310
(19.87)

10.45**맞벌이
3,369

(59.02)
2,560
(75.99)

809
(24.01)

1인 부모가구
779

(13.65)
604

(77.54)
175

(22.46)

교육
수준

이항

4년제 대학 졸업 미만
3,737

(65.47)
2,894
(77.44)

843
(22.56)

0.08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971

(34.53)
1,520
(77.12)

451
(22.88)

전일제 여부 이항

시간제
1,006

(17.62)
797

(79.22)
209

(20.78)
2.50

전일제
4,702

(82.38)
3,617
(76.92)

1,085
(23.08)

상용직 여부 이항

임시･일용직
1,188

(20.81)
947

(79.71)
241

(20.29)
4.86*

상용직
4,520

(79.19)
3,467
(76.70)

1,05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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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수의 특성은 기존 시간빈곤 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비슷하다. 여성, 가구 내 미취학 아

동이 많을수록, 맞벌이이거나 1인 부모가구인 경우 시간빈곤율이 높고 유의하다. 전일제와 상

용직인 경우 시간제, 임시･일용직보다는 시간빈곤율이 3%p가량 높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이

는 비정규직이어도 노동시간이 짧지 않은 동시에, 특히 여성인 경우 출산과 육아 이후 노동시

장에 복귀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보육과 유급노동을 병행하기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보인다. 개인소득은 100만원 단위 급간으로 응답한 자료를 중간값으로 바꿔 합산 가구소득

을 가족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후, 표준화했다. 시간빈곤인 경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모

두 낮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4. 분석결과

1) 지역별 시간 구성과 이동시간

하루 24시간 안에서 시간 간 관계는 영합적인 관계이므로 분석에 앞서 여러 시간들이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았다. 수도권 읍･면의 경우 사례 수가 적어 결과를 해석하

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2]의 시간별 상관행렬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노

동시간과 돌봄･가사시간의 상관은 부적(negative)이다. 노동시간과 가사시간은 특히 상관계수

가 크다. 이는 가구 내 분업 때문으로 추정된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주로 남성이 주 생계부양자

로 유급노동시간이 길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짧은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돌봄과 가사시간이 길수록 이동시간도 길다. 돌봄과 돌봄이동시간 간의 상관계

수는 0.63∼0.78 정도로 상당히 높다. 이는 수행해야 하는 돌봄행위가 많을수록 이동 역시 늘

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이동시간 간의 상관은 –0.14∼0.09로 매우 낮다. 출퇴근시간과 

돌봄･가사이동 간의 상관은 부호가 음수인데 이는 통근시간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돌봄을 주로 수행하는 여성의 통근시간이 짧기 때문일 것이다(양준석･이상현 2014; 서미

숙 2016 등). 돌봄이동시간과 가사이동시간 간의 상관도 높지 않은데 이는 돌봄이동은 주중에 

주로 수행되는 반면, 가사이동은 주말에 수행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부표 1] 참조). 



88  한국사회정책 제29권 제4호

[표 2] 지역별 시간 간 상관계수

전체(n=5,708) 서울(n=648)

노동 가사 돌봄 통근
돌봄
이동

노동 가사 돌봄 통근
돌봄
이동

가사 -0.59** 1 -0.58** 1

돌봄 -0.29**   0.21** 1 -0.33**   0.19** 1

통근   0.31** -0.33** -0.17** 1   0.39** -0.39** -0.22** 1

돌봄이동 -0.23**   0.15**   0.67** -0.14** 1 -0.24**   0.14**   0.70** -0.19** 1

가사이동 -0.33**   0.49**   0.09** -0.22** 0.09** -0.34**   0.55**    0.06 -0.27** 0.05 

경기･인천 읍･면(n=100) 경기･인천 동(n=1,141)

노동 가사 돌봄 통근
돌봄
이동

노동 가사 돌봄 통근
돌봄
이동

가사 -0.71** 1 -0.62** 1

돌봄 -0.29**    0.17 1 -0.29**   0.20** 1

통근   0.32** -0.29**  -0.16 1   0.28** -0.38** -0.16** 1

돌봄이동 -0.25*    0.16   0.78** -0.15 1 -0.21**   0.12** 0.73** -0.12** 1

가사이동 -0.33**   0.41**  -0.07 -0.11 -0.04 -0.37**   0.53** 0.10** -0.24** 0.06* 

비수도권 읍･면(n=789) 비수도권 동(n=3,030)

노동 가사 돌봄 통근
돌봄
이동

노동 가사 돌봄 통근
돌봄
이동

가사 -0.59** 1 -0.57** 1

돌봄 -0.31**   0.25** 1 -0.28**   0.21** 1

통근   0.32** -0.36** -0.22** 1   0.32** -0.30** -0.18** 1

돌봄이동 -0.29**   0.21**   0.65** -0.21** 1 -0.21**   0.14**   0.63** -0.13** 1

가사이동 -0.35**   0.47**   0.16** -0.22**   0.26** -0.32**   0.49**   0.07** -0.22** 0.06 

[표 1]에서 시간빈곤 여부에 따라 제시한 기술통계를 지역별로 나누어 본 것이 [표 3]이다. 지

역별 주요 변수의 특성과 시간 구성의 차이를 보여준다. 유･무급 노동시간의 지역별 차이는 있

으나 유의하지는 않다. 유급노동시간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보다 

유의하지는 않으나 근소하게 길다. 가사시간은 서울이 가장 짧고 경기･인천권이 비수도권보다 

짧지만 경기･인천은 읍･면지역이 짧고 동 지역이 긴데 반하여 비수도권은 읍･면의 가사시간이 

동보다 길다. 다만 서울과 경기･인천 동의 표준편차는 다른 지역보다 커서 동별로 큰 차이가 

있다. 돌봄시간은 서울 및 도시 지역이 짧고 비도시(읍･면) 지역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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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별 주요변수 특성

전체 서울
경기･인천 

읍･면
경기･인천 

동
비수도권 

읍･면
비수도권 

동
χ2/F

n 5,708 648 100 1,141 789 3,030

성별

여성
n 2,482 284 41 507 338 1,312

0.88
(0.93)

% (43.48) (43.83) (41.00) (44.43) (42.84) (43.30)

남성
n 3,226 364 59 634 451 1,718

% (56.52) (56.17) (59.00) (55.57) (57.16) (56.70)

연령
m 47.33 47.74 45.84 46.98 47.50 47.38 1.33

(0.26)sd (9.72) (9.41) (11.45) (9.68) (9.75) (9.74)

노동
시간

유급
m 425.09 429.14 422.40 433.45 421.44 422.11 1.28

(0.28)sd (158.48) (165.18) (166.01) (161.77) (155.16) (156.32)

가사
m 71.42 68.04 68.95 72.74 76.19 70.48 1.04

(0.38)sd (85.62) (91.00) (79.21) (90.25) (83.67) (83.31)

돌봄
m 27.00 28.97 34.95 26.42 30.46 25.64 1.81

(0.12)sd (57.89) (65.99) (64.15) (59.56) (59.08) (54.76)

이동
시간

출퇴근
m 69.02 86.96 69.55 86.47 55.85 62.02 115.30***

(0.00)sd (44.38) (49.90) (49.75) (55.52) (34.74) (36.70)

돌봄
m 5.37 5.42 7.85 5.04 6.72 5.06 2.1

(0.08)sd (17.17) (19.18) (17.78) (16.46) (18.85) (16.48)

가사
m 4.93 4.64 7.15 4.58 6.09 4.75 2.31

(0.06)sd (14.13) (16.31) (25.15) (12.27) (17.38) (12.77)

가구 내 
미취학 
아동 수

전체
m 0.28 0.28 0.45 0.29 0.30 0.26 3.49**

(0.01)sd (0.59) (0.59) (0.78) (0.59) (0.60) (0.57)

미성년 
유자녀
가구

n 2,737 298 52 564 382 1,441 
3.37**
(0.01)

m 0.58 0.61 0.87 0.59 0.62 0.54 

sd (0.74) (0.74) (0.91) (0.74) (0.74) (0.73)

가구
특성

전체

맞벌이
n 3,369 377 60 721 483 1,728

18.30*
(0.02)

% (59.02) (58.18) (60.00) (63.19) (61.22) (57.03)

외벌이
n 1,560 193 28 276 199 864

% (27.33) (29.78) (28.00) (24.19) (25.22) (28.51)

1인
부모

n 779 78 12 144 107 438

% (13.65) (12.04) (12.00) (12.62) (13.56) (14.46)

미성년
유자녀
가구

계 n 2,737 298 52 564 382 1,441 

12.03 
(0.15)

맞벌이
n 1,714 167 29 360 257 901 

% (62.62) (56.04) (55.77) (63.83) (67.28) (62.53)

외벌이
n 826 109 19 168 101 429 

% (30.18) (36.58) (36.54) (29.79) (26.44) (29.77)

1인
부모

n 197 22 4 36 24 111 

% (7.20) (7.38) (7.69) (6.38) (6.28)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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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변수의 셀 첫 값은 평균, 괄호는 표준편차. 이항 및 범주형 변수 셀 첫 값은 빈도, 괄호는 백분율(%)임. 이항/범주형 
변수의 전체열 백분율은 해당 범주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시간비빈곤 및 시간빈곤 열의 백분율은 해당 범주 내에서 시간
빈곤･비빈곤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임. 
 가장 우측열의 χ2/F에서 연속변수는 일원분산분석 검정결과. 이항/범주형 변수는 교차분석 결과. 
 *p<.05, **p<.01, ***p<.001

[표 3]에서 가구 내 미취학 아동 수는 지역 간 차이가 유의하며 전체 및 미성년 유자녀 가구

로 한정해도 읍･면이 동보다 근소하게 많은데 이는 서울 및 도시지역은 자녀가 있어도 1명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읍･면은 2명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8) 가구 특

성의 경우 큰 차이는 아니지만 맞벌이는 경기･인천이 서울보다 많고 상대적으로 서울과 비수

도권 도시지역이 적은 반면 외벌이 비율은 서울이 높고 경기･인천 동 지역과 비수도권 읍면 지

역이 낮다. 이는 미성년 유자녀 가구로 한정하여도 동일한데 지역별 연령을 고려하면 임금근로

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0∼2세 보육시 일을 쉬는 사람이 제외되고 3세 이상 보육시 노

동시장에 재진입한 사람의 비율에 지역별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눈에 띄는 것은 이동시간 중에서 출퇴근 시간에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출

퇴근 시간이 길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동 거주자는 하루에 87분을 통근에 할애한다. 1시간 30

분 정도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는 통근시간이 1시간 정도에 그친다. 서울거주자와 비수도권 

읍･면 거주자의 통근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1년이면 약 7,800분(30분×5

일×52주), 5.4일의 차이로서, 10년이면 54일이다. 수도권 거주자가 10년 일하면 농촌지역 거

주자에 비해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출퇴근에 더 쏟는 셈이다. 한편 돌봄 및 가사이동시간은 

유의수준 5% 기준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유･무급노동시간에 비하면 지역 간 차이가 큰 편이

다. 이는 시간빈곤을 지역별로 비교할 경우 유･무급노동시간 보다 이동시간에서 지역 간 차이

8) 미취학 유자녀 가구 중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서울이 70.5%, 비수도권 읍･면지역은 68.3%, 비수도권 동 지역은 

69.1%, 경기･인천 읍･면은 60.0%, 경기･인천 동 지역은 68.9%다.

전일제
여부

시간제
n 1,006 114 15 199 129 549

1.89
(0.76)

% (17.62) (17.59) (15.00) (17.44) (16.35) (18.12)

전일제
n 4,702 534 85 942 660 2,481

% (82.38) (82.41) (85.00) (82.56) (83.65) (81.88)

상용직
여부

임시
일용

n 1,188 141 22 251 155 619

2.33
(0.68)

% (20.81) (21.76) (22.00) (22.00) (19.65) (20.43)

상용직
n 4,520 507 78 890 634 2,411

% (79.19) (78.24) (78.00) (78.00) (80.35) (79.57)

교육수준

대졸 
미만

n 3,737 346 78 753 556 2,004

58.20***
(0.00)

% (65.47) (53.40) (78.00) (65.99) (70.47) (66.14)

대졸 
이상

n 1,971 302 22 388 233 1,026

% (34.53) (46.60) (22.00) (34.01) (29.53) (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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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는 돌봄이동 및 가사이동시간의 5분 단위 분포인데 대부분 1일 돌봄 및 가사 이동시간

은 5분 미만이다. 돌봄이동은 서울시민의 88.12%가 1일 5분 미만이며 15분 이상 이동하는 경

우는 전체의 10%가량에 그친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는 큰 편으로 경기･인천 읍･면 지역은 1일 

돌봄이동시간이 15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20%에 달해 서울의 2배가량이다. 5분 미만인 경우

는 77%로 서울에 비해 11%p가량 낮다. 

돌봄이동시간이 5분 미만인 경우는 서울이 가장 많고 15분 이상인 경우도 서울이 가장 적다. 

또한 읍･면보다 동이 돌봄이동시간이 5분 미만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도시지역이 비도시

지역보다 이동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사이동시간의 분포는 지역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역시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5분 미만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고 15분 미만인 경우는 적다. 경기･인천은 읍･면이 동 지역보다 5분 미만인 비율이 높고, 반

대로 비수도권은 동 지역이 읍･면보다 5분 미만인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경기･인천 읍면의 경

우 사례수가 많지 않아 제한적이다.

[표 4] 지역별 돌봄･가사이동시간 차이

돌봄이동
시간

전체 서울
경기･인천

읍･면
경기･인천

동
비수도권

읍･면
비수도권

동
χ2(pr)

5분 미만
4,860 571 77 976 646 2,590

24.48*
(0.02)

(85.14) (88.12) (77.00) (85.54) (81.88) (85.48)

5분 이상
~10분 미만

154 11 3 34 25 81

(2.70) (1.70) (3.00) (2.98) (3.17) (2.67)

10분 이상
~15분 미만

56 4 1 17 10 24

(0.98) (0.62) (1.00) (1.49) (1.27) (0.79)

15분 이상
638 62 19 114 108 335

(11.18) (9.57) (19.00) (9.99) (13.69) (11.06)

가사이동
시간

전체 서울
경기･인천

읍･면
경기･인천

동
비수도권

읍･면
비수도권

동
χ2(pr)

5분 미만
4,545 538 84 910 617 2,396

17.99
(0.12)

(79.63) (83.02) (84.00) (79.75) (78.20) (79.08)
5분 이상

~10분 미만
405 46 6 88 51 214

(7.10) (7.10) (6.00) (7.71) (6.46) (7.06)
10분 이상
~15분 미만

113 9 0 29 18 57
(1.98) (1.39) (0.00) (2.54) (2.28) (1.88)

15분 이상
645 55 10 114 103 363

(11.30) (8.49) (10.00) (9.99) (13.05) (11.98)

 χ2(pr)은 교차분석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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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돌봄과 가사시간이 길수록 이동시간도 길어지지만 비교적 동일한 교통수단과 인

프라를 이용할 것임에도 이동시간 간에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이는 목적활동의 종류와 구체

적인 활동의 차이가 이동시간에도 관련되며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방법보다 이동시간에 보다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목적활동의 차이보다 이동시간 차이가 커

서 이동시간이 목적활동 못지 않게 시간빈곤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역마다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표 

5]는 지역별 시간구성과 이동시간, 시간빈곤 여부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기존 시간빈곤 

연구에서 유의한 변수인 성별은 일부 지역에서만 유의하고 그 영향도 일관되지 않다. 미취학 

아동 수, 전일제 종사자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동시간의 영향을 추

정함에 편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무급 노동시간을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9)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유･무급 노동시간과 출퇴근시간은 지역에 관계없이 시간빈곤에 유의하

다. 출퇴근시간의 경우 지역간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런데 돌봄과 가사이동시간은 차이가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읍･면은 돌봄이동 및 가사이동이 유의하지 않으나 경기･인천의 동 지역은 

돌봄이동시간이 유의하며 정적이다. 비수도권은 돌봄이동 및 가사이동시간 모두 유의하며 정

적이다.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동 지역은 돌봄이동과 가사이동시간이 길수록 시간빈곤 가능성

도 높고, 계수도 유･무급 노동시간보다 크다. 경기･인천 동 지역의 돌봄이동시간 계수는 0.024

로 유급노동시간(0.012)보다 2배 크다. 비수도권 읍･면과 동 지역의 돌봄이동시간, 유급노동시

간의 계수도 1.92배, 1.69배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가사이동시간은 비수도권에서만 유의한데 

가사시간보다 영향이 크며, 특히 비수도권 도시지역은 가사이동시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

다.10) 결과적으로 비수도권은 돌봄이동시간 및 가사이동시간이 돌봄･가사노동시간보다 시간

빈곤과의 관련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9) 지역별 유･무급 노동시간만을 포함한 경우, 이동시간만을 포함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부표 2]에 수

록했다. 유･무급 노동시간만 포함된 경우 여성, 미취학 자녀의 수가 보다 유의하지 않아 유･무급노동시간의 

길이가 성별과 연령, 돌봄필요, 근무형태와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동시간 역시 통제변수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접근성 등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치므로 유･무급노동시간보다는 상관이 낮은 것으로 판

단된다.
10) 이와 관련하여 독립변수간의 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문에 제시한 결과와 별도로 OLS추정 후 점검한 결

과 공선성은 지역별 1.83∼2.21 내외로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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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별 시간빈곤 여부와 이동시간의 관계

Y:시간빈곤
여부　

(1) (2) (3) (4) (5)

서울
경기･인천 

읍･면
경기･인천 동

비수도권 
읍･면

비수도권 동

노동
시간

유급
0.013*** 0.023*** 0.012*** 0.013*** 0.013***
(0.002) (0.005) (0.001) (0.002) (0.001)

돌봄
0.013*** 0.035** 0.015*** 0.012*** 0.014***
(0.003) (0.013) (0.003) (0.003) (0.002)

가사
0.013*** 0.026** 0.010*** 0.013*** 0.009***
(0.002) (0.009) (0.002) (0.003) (0.001)

이동
시간

출
퇴근

0.013*** 0.015* 0.014*** 0.012** 0.012***
(0.003) (0.007) (0.002) (0.004) (0.002)

돌봄
0.015 0.009 0.024** 0.025*** 0.022***
(0.008) (0.030) (0.009) (0.007) (0.005)

가사
0.014 0.022 0.012 0.023** 0.034***
(0.010) (0.017) (0.009) (0.008) (0.007)

성별(남성)
-0.211 2.590* -0.548* -0.428 -0.934***
(0.307) (1.278) (0.251) (0.369) (0.165)

연령
-0.025 -0.090* -0.007 0.001 -0.008
(0.014) (0.039) (0.011) (0.018) (0.007)

미취학 아동 수
0.091 -0.719 0.315 0.626* 0.247
(0.225) (0.746) (0.182) (0.251) (0.126)

개인소득
0.105 -2.023** -0.229 -0.149 -0.005
(0.156) (0.747) (0.139) (0.258) (0.111)

가구소득
-0.221 1.011* 0.308** 0.327 -0.149
(0.136) (0.510) (0.115) (0.168) (0.091)

대졸 이상
-0.231 -0.117 -0.467* -0.218 -0.173
(0.272) (1.375) (0.205) (0.298) (0.143)

전일제
-0.129 -1.581 0.226 0.148 0.095
(0.433) (1.153) (0.366) (0.469) (0.214)

상용직
0.358 2.114 0.038 0.013 0.114
(0.391) (1.166) (0.290) (0.455) (0.201)

상수
-8.197*** -14.803*** -8.749*** -9.910*** -8.684***

(1.279) (4.368) (1.048) (1.486) (0.739)
Obs. 648 100 1,141 789 3,030

log-likelihood -500447 -64534 -762921 -258282 -818148
chi2 104.1 36.16 168.1 142.5 344.2

pseudo-R 0.274 0.521 0.278 0.294 0.274

 분석결과는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각 변수의 첫 행은 계수(coefficient),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임.
 *** p<0.001, ** p<0.01, * p<0.05

이번에는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 중에서도 맞벌이 가구만을 따로 떼

어 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6]과 [표 7]에서 제시했다. 지역 중 경기･인천 읍･면은 사례 수가 적

어 제외했다. 출퇴근 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는 비수도권 읍･면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반면 서

울, 경기･인천의 동 지역, 비수도권 동 지역은 유의하다. 수도권의 경우 분석 대상을 미성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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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가구, 미성년 유자녀 맞벌이 가구로 좁힐수록 출퇴근시간의 계수가 높다는 점에서, 수도권

에서는 자녀가 있고 맞벌이일 경우 출퇴근시간이 길수록 시간빈곤일 가능성도 높아진다.

[표 6] 지역별 시간빈곤 여부와 이동시간의 관계(미성년 유자녀 가구 한정)

Y:시간빈곤
여부

(1) (3) (4) (5)
서울 경기･인천 동 비수도권 읍･면 비수도권 동

노동
시간

유급
0.016*** 0.012*** 0.015*** 0.012***
(0.002) (0.002) (0.002) (0.001)

돌봄
0.017*** 0.017*** 0.014*** 0.014***
(0.004) (0.003) (0.004) (0.002)

가사
0.015*** 0.010*** 0.014*** 0.007***
(0.003) (0.003) (0.004) (0.002)

이동
시간

출
퇴근

0.016*** 0.016*** 0.002 0.012***
(0.004) (0.003) (0.005) (0.003)

돌봄
0.017 0.024* 0.029** 0.018***
(0.010) (0.010) (0.010) (0.005)

가사
0.014 0.017 0.032* 0.039***
(0.016) (0.012) (0.014) (0.011)

성별(남성)
-0.020 -0.255 -0.337 -1.141***
(0.453) (0.376) (0.549) (0.235)

연령
-0.123*** -0.027 0.015 -0.018

(0.034) (0.020) (0.035) (0.016)

미취학 아동 수
-0.596 0.157 0.753** 0.231
(0.307) (0.205) (0.289) (0.143)

개인소득
-0.039 -0.375 -0.014 0.052
(0.243) (0.205) (0.335) (0.150)

가구소득
-0.411 0.454* 0.575* -0.151
(0.235) (0.194) (0.255) (0.131)

대졸 이상
0.915* -0.347 -0.619 -0.146
(0.374) (0.276) (0.397) (0.171)

전일제
0.173 0.002 1.401 -0.001
(0.674) (0.556) (0.809) (0.310)

상용직
0.433 0.340 -0.870 0.298
(0.585) (0.452) (0.695) (0.305)

상수
-7.092*** -8.477*** -11.148*** -7.887***

(1.882) (1.558) (2.113) (1.159)
Obs. 298 564 382 1,441

log-likelihood -230139 -411871 -140604 -445318
chi2 70.94 94.52 100.1 183.5

pseudo-R 0.342 0.296 0.340 0.259

 분석결과는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각 변수의 첫 행은 계수(coefficient),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임.
 *** p<0.001, ** p<0.01, * p<0.05
 경기･인천 읍･면 지역 미성년 유자녀 가구의 표본 수는 n=52로 적어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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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역별 시간빈곤 여부와 이동시간의 관계(미성년 유자녀, 맞벌이 가구 한정)

Y:시간빈곤
여부　

(1) (3) (4) (5)

서울 경기･인천 동
비수도권 

읍･면
비수도권 동

노동
시간

유급
0.023*** 0.016*** 0.017*** 0.014***
(0.005) (0.002) (0.003) (0.002)

돌봄
0.029*** 0.023*** 0.013*** 0.015***
(0.007) (0.004) (0.004) (0.002)

가사
0.024*** 0.017*** 0.011* 0.009***
(0.005) (0.004) (0.004) (0.002)

이동
시간

출
퇴근

0.023** 0.021*** 0.004 0.015***
(0.007) (0.004) (0.006) (0.003)

돌봄
0.043* 0.027 0.034** 0.018**
(0.017) (0.014) (0.011) (0.006)

가사
-0.047 -0.011 0.037 0.035*
(0.031) (0.017) (0.019) (0.015)

성별(남성)
0.117 -0.103 -0.698 -1.203***
(0.628) (0.491) (0.638) (0.279)

연령
-0.153* -0.027 -0.010 -0.016
(0.061) (0.030) (0.043) (0.022)

미취학 아동 수
-1.121* 0.103 0.700 0.308
(0.498) (0.286) (0.364) (0.194)

개인소득
0.042 -0.568 -0.019 0.186
(0.466) (0.299) (0.468) (0.184)

가구소득
-0.453 0.668** 0.438 -0.128
(0.326) (0.256) (0.308) (0.159)

대졸 이상
-0.287 -0.572 -0.670 -0.274
(0.596) (0.376) (0.476) (0.206)

전일제
1.705 0.081 0.783 0.042
(1.020) (0.681) (0.895) (0.405)

상용직
0.129 0.180 -1.177 0.011
(0.745) (0.619) (0.790) (0.385)

상수
-11.579*** -11.542*** -10.001*** -8.701***

(3.175) (1.976) (2.425) (1.498)
Obs. 167 360 257 901

log-likelihood -97470 -229029 -94513 -274861
chi2 47.85 92.02 67.47 158.3

pseudo-R 0.492 0.394 0.361 0.289

 분석결과는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각 변수의 첫 행은 계수(coefficient),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임.
 *** p<0.001, ** p<0.01, * p<0.05
 경기･인천 읍･면 지역 미성년 유자녀 맞벌이 가구의 표본 수는 n=29로 적어 제외함.

[표 6]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유･무급 노동시간 계수와 돌봄이동시간, 가사노동시간의 계

수를 비교하면 돌봄이동시간이 유･무급노동시간보다 시간빈곤과의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11) 

11) 다만 앞서 [표 2]의 시간별 상관계수에서 살펴보았듯 노동시간과 다른시간, 특히 가사노동시간의 상관이 크

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돌봄과 가사를 위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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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은 유･무급노동시간과 출퇴근시간이 중요하고 돌봄 및 가사이동시간은 시간빈곤과 

관련성이 없다. 경기･인천 지역도 돌봄이동은 시간빈곤과 유의한 정적 관계이지만 가사이동시

간은 유의하지 않다.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일수록 돌봄 및 가사이동시간이 중요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표 5]의 돌봄･가사이동 시간 분포에서 살펴보았듯 출･퇴근 시간은 수도

권에 비해 짧은 반면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일수록 돌봄 및 가사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지방일수록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돌봄이동을 하

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접근성의 차이가 작동한 결과일 것이다. 일례로, 전라남도는 도시지역 영

유아 1,000명당 어린이집수가 147.8개소인 반면 농어촌 지역은 15.4개소에 그쳐 차이가 10배

에 가깝다.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 비율도 도시지역은 0.7%인 반면 농

촌 지역은 11%에 이르러 지역 내 도시와 농어촌 간 보육격차가 크다(설선미 외 2015). 기초 시

군구간 격차와 수도권-지방의 격차 역시 큰 편이며 비록 최근 10년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

히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를 보인다(이석환･김진영 2019).

가사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는 일정한 양태가 식별되지는 않는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동 지역은 세 집단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아마도 가사이동은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 결론과 함의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시간의 구성에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

다. 하루에 출퇴근에 할애하는 시간이 수도권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인데 비수도권은 1시간 정

도에 그친다. 수도권과 동지역은 돌봄이동 시간이 짧은 반면 농촌지역은 돌봄이동 시간이 상대

적으로 길다. 둘째, 시간 구성의 지역별 차이는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를 서로 다른 방식

으로 틀 지우고 있다. 수도권은 시간빈곤이 출퇴근 시간과 강하게 관련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출퇴근시간보다는 돌봄이동 시간과 관련이 깊다. 셋째,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는 기혼자 

일반, 유자녀 가구, 맞벌이 유자녀 가구일수록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에서는 출퇴근 시

간과 시간빈곤, 비수도권에서는 돌봄이동 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가 아이가 있는 가구일수록, 

맞벌이일수록 강하게 연관된다.

이 연구는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이 맺는 관계를 지역에 비추어 들여다보았다. 시간과 공간을 

접목하려 했지만 소박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앞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도 많다. 지역에 따라 이

이 시간빈곤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반면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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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과 시간빈곤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별과 가구 

내 성 분업이 이동시간의 격차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짐작된다(김수한 2020; 

Hanson and Pratt 1990; Taylor and Mauch 1997). 지역별로 가구 내 성 분업이 다르다면 이것

도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동시간 자체의 지역별 차이를 가져오

는 요인도 향후 연구과제다. 대중교통망이 촘촘한 지역과 성긴 지역은 거리가 같아도 이동시간

은 다를 것이다. 성별 역할분담과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을 연결하는 경로

를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를 보다 자세히 나누어 미세하게 관찰할 필요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은 출퇴근 시간이, 비수도권에서는 돌봄이나 가사 이동시간이 시간빈곤

에 깊게 관련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분석단위를 달리 설정하면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나누어 보거나 광역단위도 기

초단위로 잘게 나누어 관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시간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가 지역마다 양상이 다르다면 처방도 

지역 맞춤형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은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이, 농촌지역에서는 

돌봄 인프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 서울 사람은 일터에 오가는 시간을 줄이고, 청

산도 사람은 아이들 데려다 주는 시간을 줄이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빈곤은 복지 개념을 탄생시켰다. 마찬가지로 시간빈곤은 시간복지 개념을 낳았다. 독일에서

는 시간복지가 하나의 개념으로 성립했다(Rinderspacher ed. 2002). 우리도 시간복지 개념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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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주중/주말 가구 내 돌봄필요가 있는 남녀의 시간배분
(단위: 분)

주중 주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Mean Std. dev. Mean Std. dev. Mean Std. dev. Mean Std. dev.

유급노동 329.45 (171.65) 476.47 (153.06) 78.23 (163.54) 140.69 (217.77)

돌봄 105.62 (92.52) 35.38 (53.01) 104.85 (98.74) 82.82 (96.97)

가사 122.11 (88.20) 23.59 (42.49) 183.21 (114.08) 74.65 (80.61)

출퇴근 53.36 (43.58) 78.33 (49.55) 12.75 (31.50) 24.30 (42.82)

돌봄이동 20.04 (31.48) 5.50 (17.18) 11.68 (29.41) 8.05 (21.95)

가사이동 7.27 (16.13) 2.75 (11.39) 16.87 (31.15) 15.38 (29.91)

 생활시간조사(2019년) 원자료의 20-65세 기혼, 임금노동자의 주중･주말 응답을 계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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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지역 별 노동시간, 이동시간과 시간빈곤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서울 경기인천 읍면 경기인천 동 비수도권읍면 비수도권 동

노동
시간

유급
0.011*** 0.020*** 0.009*** 0.012*** 0.012***

(0.001) (0.005) (0.001) (0.001) (0.001)

돌봄
0.013*** 0.031*** 0.016*** 0.016*** 0.015***

(0.002) (0.008) (0.002) (0.003) (0.001)

가사
0.011*** 0.025** 0.006*** 0.014*** 0.010***

(0.002) (0.008) (0.002) (0.002) (0.001)

이동
시간

통근
0.009*** 0.009 0.008*** 0.006 0.009***

(0.002) (0.005) (0.001) (0.004) (0.001)

돌봄
0.019** 0.045** 0.030*** 0.019*** 0.025***

(0.006) (0.014) (0.006) (0.005) (0.004)

가사
0.013* 0.006 0.002 0.016** 0.019***

(0.005) (0.010) (0.007) (0.005) (0.003)

성별(남성)
-0.028 -0.598* 2.285* 0.862 -0.461 -0.658** -0.154 -0.852** -0.700*** -0.841***

(0.283) (0.234) (1.062) (0.757) (0.236) (0.200) (0.354) (0.267) (0.162) (0.134)

연령
-0.022 -0.017 -0.104** -0.094** -0.010 -0.012 0.005 -0.009 -0.006 -0.022***

(0.014) (0.011) (0.039) (0.030) (0.011) (0.010) (0.018) (0.014) (0.007) (0.007)

가구 내 
미취학 아동 수

0.114 0.314 -0.860 -0.018 0.235 0.668*** 0.554* 0.724*** 0.149 0.434***

(0.206) (0.172) (0.713) (0.382) (0.180) (0.154) (0.242) (0.214) (0.121) (0.102)

개인소득
0.103 0.116 -1.592* -0.302 -0.118 -0.099 -0.020 -0.220 -0.009 0.079

(0.145) (0.138) (0.717) (0.744) (0.123) (0.123) (0.229) (0.207) (0.107) (0.095)

가구소득
-0.173 -0.221 0.917* 0.510 0.256* 0.203* 0.290 0.280* -0.178* -0.155

(0.130) (0.123) (0.392) (0.352) (0.108) (0.098) (0.157) (0.136) (0.089) (0.081)

대졸 이상
-0.288 -0.164 0.593 -0.940 -0.381 -0.434* -0.068 -0.108 -0.186 -0.200

(0.264) (0.223) (1.268) (0.848) (0.197) (0.183) (0.291) (0.251) (0.137) (0.126)

전일제
-0.057 0.326 -0.854 -0.696 0.257 0.601 0.214 0.639 0.088 0.473*

(0.423) (0.363) (1.193) (0.857) (0.360) (0.311) (0.449) (0.389) (0.210) (0.186)

상용직
0.327 0.542 0.855 0.560 0.047 0.158 0.037 0.164 0.092 0.122

(0.405) (0.339) (1.009) (0.722) (0.298) (0.265) (0.443) (0.371) (0.199) (0.172)

상수항
-6.339*** -1.433 -10.557** 1.363 -5.787*** -1.711** -8.778*** -1.936* -7.375*** -1.318***

(1.093) (0.733) (3.694) (1.747) (0.853) (0.603) (1.382) (0.784) (0.644) (0.399)

Obs 648 648 100 100 1,141 1,141 789 789 3,030 3,030

log-likelihood -526432 -635417 -70131 -104932 -829717 -928320 -272524 -323095 -864460 -1.019e+06

chi2 88.48 42.97 27.68 23.32 157.6 111.9 126.6 73.68 351.3 196.5

pseudo-R 0.236 0.0782 0.480 0.222 0.214 0.121 0.255 0.117 0.233 0.0965

 분석결과는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괄호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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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vel Time and Time Poverty:

Regional Differences in South Korea

Gyu Seong Hwang* ･ Young Min Shin**

12)

Using the 2019 living time survey data.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vel time and time 

poverty in south Korea by regions. The main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travel time. The daily commuting time is about 1 hour and 30 minutes in the 

metropolitan area, while it is only about 1 hour in the non-metropolitan area. Care travel time is short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relatively long in rural areas. Second, regional differences in time composition 

fram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vel time and time poverty in different ways. In the metropolitan area, 

time poverty h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paid and unpaid work hours and commuting time, wherea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it is more related to caregiver travel time than commuting time.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vel time and time poverty tends to deepen as the subject of analysis is narrowed 

down to entire married people,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dual-income households with children. 

Reducing commuting time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ravel time for care in non-metropolitan areas is a 

way to solve time poverty in South Korea.

Keywords: time, time poverty, travel time, commu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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