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로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코로나 19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일상으로 자리잡게 한 변화들도 있어 다시 한번 

어떤 변화들이 시작될 지 주목하게 합니다.

  이번 '젠더이슈톡톡'에서는 코로나 19로 울산시민들의 

사회적 관계망과 소비생활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는지

에 대해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울산시민의 삶

코로나 19가 바꾼 울산 시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01

● 남자 ● 여자 [그림1] 울산 시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에서 ‘변화 없다’고 응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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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의 70% 이상이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해 …

· 울산시민 남녀 모두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취미활동 단체회원과 관계에서 ‘변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울산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사회적 관계망에서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음



코로나 19가 바꾼 울산 시민의 소비생활02

● 남자 ● 여자 [그림2] 울산 시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에서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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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활동 단체회원’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녀 모두 가장 높아…

· 울산시민 남녀 모두 ‘취미활동 단체회원’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남

· ‘종교단체 구성원’과의 관계망 변화에서 울산시민의 남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코로나 19로 가장 증가한 소비항목은 

‘집에서 먹을 음식 구매를 위한 소비’로 나타나…

· 울산 남성 56.6%, 여성 63.4%가 코로나 19 발생 전과 

비교했을 ‘집에서 먹을 음식 구매를 위한 소비’가  가장 

크게 늘어났다고 응답함

· ‘집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한 소비’, ‘안전 및 위생을 

지키기 위한 소비’, ‘재택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에

서 남성의 응답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3] 코로나 19 발생 전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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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에 대한 울산 시민의 생각 03

온라인학습 확산, 단체회식 감소, 친목모임 감소 등

의 일상생활 변화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전 상황

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견해가 높게 나타나…

· ‘재택근무, 원격근무, 유연근무제의 확산’, ‘온라인학습 확산’, ‘직

장에서의 단체 회식 감소’, ‘친목·사교 목적의 모임 감소’ 등의 변

화가 코로나 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이 높게 나타나거나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과 

비슷한 응답을 보임

· 울산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단체 회식 감소’에 대해 이전 상

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친

목·사교 목적의 모임이 감소’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6] 코로나 19로 변화된 일상생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견해 Ⅱ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 변호가 가속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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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위생활동, 배달배송을 통한 소비활동 등 일상

생활 속 변화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해…

· 코로나 19 이후 일어난 변화에 대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의 방역·위생활동의 강화’, ‘배달, 배송을 통한 소비 활동 증

가’, ‘집에서 즐기는 여가·취미생활 문화 발달’ 등의 변화는 현

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울산남녀 모두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위생활동이 강화

된 것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 특히 울산남녀 모두 ‘배달·배송을 통한 소비 활동 증가’는 앞

으로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5] 코로나 19로 변화된 일상생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견해 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 변호가 가속화될 것임

출처 사회조사 (2021년/통계청)남 여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위생활동 강화

배달·배송을 통한 

소비활동 증가

집에서 즐기는 여가·
취미생활문화 발달

33.7 59.1 7.2

28.4 63.5 8.1

26.6 48.1 25.3

25.3 52.4 22.2

20.0 50.1 29.9

19.5 48.1 32.4

남성은 집에서 즐기는 여가취미생활 문화의 발달, 

여성은 직장에서의 단체 회식이 감소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해

·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위생활동이 강화’된 것에 대해

서 울산시민 남성은 91.0%, 여성은 93.9%가 긍정적인 견해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온라인 학습의 확산’과 ‘친목·사교 목적의 모임 감소’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방역·위생활동이 강화된 것 다음으로 울산남성은 집에서 즐

기는 여가·취미생활 문화가 발달한 것에 대해 울산여성은 직

장에서의 단체 회식이 감소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함

[그림4]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일상생활 변화에 대한 긍정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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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받은 적 있는 울산시민 중 53.6%가 

원격수업이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해…

· 울산 시민(만 18세 이하) 중 86.0%가 코로나 19 발생 후 학교 

현장 수업을 대체하는 원격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원격수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6%가 효과적이

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

는 것임

· 원격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환경

에서 실험, 실습이나 대면 지도 등이 진행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의 원격 수업 환

경(시스템, 규정 등)이 미비해서’의 이유가 22.2%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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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원격수업 경험 및 효과성

출처 사회조사 (2021년/통계청)원격수업의 경험 원격수업이 효과적이었음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재

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 재택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울산시민 중에서 53.2%는 재택

근무가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비효율적인 이유로는 ‘재

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서’, ‘직원간 소통이 어려워서’, 

‘회사의 재택근무 환경이 미비해서’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울산 남녀 모두 ‘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서’ 재택근

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울산 남성은 ‘직원 간 소통이 어려워서’, 여성은 ‘회사의 

재택근무 환경이 미비해서’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함

[그림8]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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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의 12.7%가 재택근무의 경험이 있고 

대부분 코로나 19로 인해 근무했다고 응답해…

· 코로나 19 기간 동안 울산 시민(19세 이상)의 12.7%가 재택근

무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는 전국 16.6%보다 낮은 비

율을 보임

· 울산 남성의 경우 11.5%, 여성은 14.8%가 재택근무를 한 적

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울산 남성은 특·광역시(남녀)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임

· 재택근무를 한 이유는 84.3%가 코로나 19 때문이라고 응답

했고 울산남성은 90.8%, 여성은 75.7%로 나타남

[그림7] 코로나 19 발생 기간 동안 재택 근무 경험

15.7

17.7

11.5

14.8

24.1

26.9

12.6

14.4

17.3 17.1
16.2

18.4

13.2

16.3
14.9

12.7

전국 울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출처 사회조사 (2021년/통계청)남 여

울산시민의 재택근무, 원격 수업 경험 및 효율성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