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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도를 이용한 직업에 따른 시간활용 양태 비교 분석

한상훈1) ․ 하덕주2) ․ 박정윤3) ․ 최종후4)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1999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탐색적 자료 분석을 시도

한다. 연구의 주안점은 개인의 시간활용 양태가 직업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지를 규

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의 직업항목에 대한 유효 응답 표본을 분석용 자료로 하

여 주요 행위변수에 대한 시간활용과 직업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

구에서는 주중과 주말의 시간활용 양태의 차이점을 탐구한다.

  주요용어 : 1999 생활시간조사, 주요 행위변수, 행렬도.

 

1. 연구배경

  통계청(2000)은 1999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전국 약 17,000가구, 10

세 이상의 가구원 42,973명을 대상으로 하여 ‘1999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통계청

(2000)에 의하면 향후 5년 주기로 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24시간의 시간활용 양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오늘의 국민

들의 평균적인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시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1999 생활시간조사’는 이에 대한 대규모의 조사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것인데, 

이와 유사한 조사의 국내 사례는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시청패턴탐지를 목적으로 1981년

부터 1995년까지 6차례에 걸쳐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손애리, 2000). 한편 외

국의 사례를 일별하면 1970년대부터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같은 유형의 조사가 시도

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76년부터 2001년까지 6차에 걸쳐 동 조사가 시도된 바 있다(統

計局, 2001).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시간활용양태는 인구속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가설을 염두에 두고 인구속성 중 직업과 행위

변수들 사이의 저변관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관련된 연구는 다

변량 분석이 요구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통계청(2000)의 동 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1차원 또는 개별적 인구속성에 따른 2차원의 분석에 머물고 있다.

  시간 활용의 분석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어떤 행동을 얼마만큼 하였는

가?”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어느 시간대에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자인 “어떤 행동을 얼마만큼 하였는가?”하는 행위별 시간사용량에 분석의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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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에서는 ‘1999 생활시간조사’ 개요를 설명하며, 3장에서는 분석용 자료를 설명한다. 4장에

서는 행렬도(biplot)를 통하여 직업과 행위변수간의 관계를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약간의 토의를 덧붙인다.

 

2. 1999 생활시간조사

  ‘1999 생활시간조사’ 설문지는 가구관련설문(Household characteristic questionnaire)과 

시간일지(Time diary)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관련설문은 가구관련사항과 인적관련사항을 묻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설문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통계청, 2000).

<표 1> 가구관련 설문지 구성

구 성 질 문

가구관련사항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입주형태 자기집, 전세, 월세, 무상 및 사택

주거전용면적

자가용보유유무

미취학아동 수 나이, 돌보는 사람, 총 시간, 지불 금액

개인관련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배우자, 미혼자녀,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손자녀 및 그 배우자, 부모(장인, 장모, 시부모), 조

부모, 미혼형제 자매, 기타

성별 남자, 여자

연령

교육정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4년제 미

만) 대학교(4년제) 대학원 

졸업, 재학, 중퇴, 휴학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시간 부족 여부, 이유

여유시간 활용 여부, 이유

경제활동여부

사업체 명 

일의 종류, 직위

지난 1주간 일한 시간량

직장에서의 지위

근무지

근무시간 규정여부

월평균 소득

정기휴일 수

업무 후  피곤 여부, 이유

  

  한편 시간일지는 응답 첫째 날과 둘째 날의 48시간에 걸쳐 10분 단위로 주된 행동과 동시 

행동을 각각 기입하고, 행동이 집안⦁밖에서 이루어져 있는지를 기입하게 되어 있다. 응답시간

은 오전 0:00 ~ 24:00까지를 10분 단위로 나누어 총 144개의 시간 코드로 구성되며, 행동범

주는 필수생활시간(수면, 식사, 세수 및 화장, 개인위생), 의무생활시간(일, 가사, 학습 및 이동), 

여가생활시간(교제 및 여가활동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다시 9개의 대분류, 53개의 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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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5개 소분류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의 수는 총 42,973개이다.

3. 분석용 자료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자료 중 직업항목의 유효 응답자에 국한하여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자료의 크기는 총 23,632개이다. 분석에는 행위시간량이 이용되는데, 총 125개의 행위변수 중

에서 1일 행위시간량의 평균값이 10분 이상인 주요 행위변수 19개를 차후 분석에 사용한다. 

<표 2>는 분석에 이용되는 주요 행위변수이다.

<표 2> 주요 행위변수

Variables : MY111(수면), MY112(낮잠/졸음), MY121(가족과의 식사), MY122(그 

외의 식사), MY123(간식음료), MY131(개인위생), MY132(옷 갈아입기/외모관

리), MY211(주업), MY220(무급가족종사일), MY230(농림 어업의 무급가족종사

일), MY411(식사준비), MY412(설거지/식후정리), MY712(가족/친척과의 교제), 

MY713(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MY723(TV), MY777(아무것도 안하고 쉼), 

MY821(출퇴근), MY822(그 외 일 관련이동), MY871(교제활동 관련이동)

4. 행렬도

  행렬도에서 Biplot의 "bi"는 2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행렬의 행과 열을 한 그림에 

동시에 나타냄을 말한다. 분석에 사용한 행렬도의 종류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성질을 유지하는 주성분 행렬도를 이용하였다. 입력자료는 열을 구성하는 행위변수

간의 측정단위가 동일하므로 각각의 행위변수에서 평균값을 빼는 보정작업(Centering)만을 행

하였다.

  근사적합도(Goodness-of fit of the approximation)는 고유값(비정칙치의 제곱)의 총계 중에

서 처음 s개의 고유값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근사적합도는 원자료에 대한 s차원 행렬도의 

설명력이라 할 수 있다(최용석, 1999 ; 조완현, 1996). 주중자료에 대한 2차원 행렬도의 설명

력은 약 91.23%이고, 주말 자료에 대한 2차원 행렬도의 설명력은 약 84.71%로 나타났다.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직업의 주중/주말 행위 양태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우선 <그림 1>을 보면 직업의 주중 군집은 3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군집1에는 

농업/임업/어업종사자(6), 군집2에는 의회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0), 전문가(1), 기술공/준전문가

(2), 사무종사자(3),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7),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8), 군인(A), 군집3에는 

서비스종사자(4), 판매종사자(5)가 속해 있다. 

  직업의 주말 군집은 4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군집1에는 농업/임업/어업종사자(6), 

군집2에는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7),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8), 단순노무종사자(9), 군인(A), 

군집3에는 서비스종사자(4), 판매종사자(5), 군집4에는 의회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0), 전문가

(1), 기술공/준전문가(2), 사무종사자(3)가 속해 있다. 

   주중/주말의 군집들을 비교해보면 군집1과 군집3은 변동이 없는 반면, 어느 군집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단순노무종사자(9)가 군집2에 속하게 되었고, 군집2에 속해 있던 의회의원/고위임직원/관

리자(0), 전문가(1), 기술공/준전문가(2), 사무종사자(3) 직업변수들이 새로운 군집, 군집4를 형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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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직업의 주중 / 주말 비교

<그림 2> 주요 행위변수의 주중 / 주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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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를 통해 각 군집에 속해있는 주요 행위변수들을 파악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각 군집

의 특징을 파악 할 수 있다. 먼저 주중의 각 군집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중의 군집1은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종사군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고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다른 군집보다 적

다. 군집2는 전문지식(기술) 보유자 종사군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고, 주로 집밖에서 혼자 또

는 타인과 식사를 하며,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다른 군집보다 많다. 군집3은 무급가족 종사군으로 

주업(서비스, 판매)이 있지만, 가족이 경영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군집이다. 

  다음으로 주말의 각 군집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말의 군집1은 주중의 군집1과 같은 양태를 

나타내는데 주요 행위변수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군집2는 전문기술 보유자 종사군으로 주말에도 

다른 군집보다 주업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군집이다. 군집3은 주중의 군집3과 같은 무급가족 종사군

이다. 군집4는 주중의 군집2에서 파생되어 나온 군집이다. 군집4는 고학력, 고임금 종사군으로 직업

(의회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종사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높은 학력

으로 많은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군집4는 주중에는 주업과 출퇴근, 교제활동 

관련 이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주말에는 주중에 부족했던 잠을 자거나 가족⦁친척과의 교제 등

을 한다. 그러나 일을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관련된 이동 즉, 출장 등에 시간을 보낸다. 그

리고 그로 인해 주말에도 가족원이 아닌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5. 토의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점은 직업별 행위양태의 군집을 나누는 주요 행위변수가 농립어업

의 무급가족종사일, 무급가족종사일, 주업으로 다소 단조로운 행위양태를 보이고 있지만 각 군

집들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직업별 행위양태의 군집이 주중

에는 세 가지, 주말에는 네 가지로 대표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대로 시간 활용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행동을 얼마만큼 하였는

가?”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어느 시간대에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자에 분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후자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시간활용에 따른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함유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경제⦁문화⦁보건⦁교육⦁교통 

등 사회의 각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다기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욕구에서 비롯된 이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 일 뿐이며 향후 이에 관련된 후속 연구를 계

속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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