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가족의 여가생활 실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1)

가족과의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십니까? 근무시간 단축(주5일제 및 주40시간 근무), 긴 연휴

등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여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이처럼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이 즐기는 여가활동과 이를 통한 가족의 기능성

강화가 강조(윤소영, 2008)2) 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17 울산여성가족 BRIEF] 2호에서는 가족의

건강성 향상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울산가족의 여가’활동 실태와 특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그림 1> 성별에 따른 가족의 여가활동에 대한 의미(5점 척도)

출처: 권안나(2016).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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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 여가활동에 대한 의미

▪울산시민 가족여가 활동에 대해 남성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여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여성 3.61점, 남성 3.68점

부정적 인식 여성 2.67점, 남성 2.65점

▪본 연구에서는 ‘가족여가’를 함께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족원이 일하는 시간 (직업상의 일, 가사일 등)이나 생리적

필수시간(수면, 식사 등)을 제외한 자유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우로 정의하고자함.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가족여가 활동에 대해 여성은 ‘가족관계의 질과 만족도를 높인다’가 3.63점으로, 남성은 ’가족원의 결속을 다지고,

신뢰감을 형성하게 한다‘가 3.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에 여성과 남성 모두 ‘가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찾는 것은 가족갈등의 원인이 된다’가 가장 낮게 나타남.

▪즉, 가족여가에 대해 여성은 가족관계, 남성은 신뢰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에서는 가장 낮게 동의하고 있음.

▪한편, 응답자 대부분은 가족여가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 보다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

긍정적 의미의 여가

출처: 권안나(2016).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여 남

<그림 2> 성별에 따른 가족의 여가활동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의미 정도(5점 척도)

1) 본 원의 2016년 기본연구과제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의 일부 발췌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2) 윤소영(2008). 건전한 가족여가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안. 한국가정관리학회 2008년도 제43차 춘계학술대회.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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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의미의 여가

2.652.67

▪한편, 평일과 휴일 모두 여성의 여가활용 시간이 남성보다 많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임. 

▪이는 ‘여성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단편적인 해석이 아닌, 여성은 ‘개인 시간 부족‘. 남성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여가시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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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합 계

30분 미만

30~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구 분
평 일

누계

1,000(100.0)

258(25.8)

186(18.6)

260(26.0)

128(12.8)

168(16.8)

여성

446(100.0)

90(20.2)

84(18.8)

122(27.4)

71(15.9)

79(17.7)

남성

554(100.0)

168(30.3)

102(18.4)

138(24.9)

57(10.3)

89(16.1)

누계

1,000(100.0)

56(5.6)

89(8.9)

308(30.8)

166(16.6)

381(38.1)

여성

446(100.0)

13(2.9)

26(5.8)

127(28.5)

78(17.5)

202(45.3)

남성

554(100.0)

43(7.8)

63(11.4)

181(32.7)

88(15.9)

179(32.3)

휴 일

출처: 권안나(2016).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가족 여가활동 시간(평일, 휴일)

▪울산시민 가족 여가활동 활용시간 여성과 남성의 차이 나타나

: 남성보다 여성의 여가활동 시간이 많아 성별 시간 불균형 초래 예상 돼

 여가활동 시간 평일 여성 1~2시간 미만, 남성 30분 미만

주말 여성 3시간 이상, 남성 1시간~2시간 미만 분포 높게 나타나 

▪평일에 가족과 보내는 하루 평균 여가시간 ‘1~2시간 미만’이 260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2~3시간 미만’이 128명

(12.8%)으로 가장 적었음.

▪휴일에 가족과 보내는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3시간 이상’이 381명(3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평일보다 휴일의 여가

활동 시간 활용이 높게 나타남.

<표 1> 가족 여가활동 시간(평일 및 휴일)



출처: 권안나(2016).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03 가족 여가활동 내용(평일, 휴일) 

▪울산 가족 평일과 휴일 모두 단조로운  ‘TV 또는 비디오 시청’으로 시간 보내

 남성과 여성 모두 ‘TV 또는 비디오 시청’ 과 같은 단조로운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평일 가족과의 여가활동 종합순위는 ‘TV 또는 비디오 시청’이 445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놀이공원 가기’가 1명(0.1%)으로 가장 적었음.  

▪휴일 가족과의 여가활동 종합순위는 ‘TV 또는 비디오 시청’이 230명(23.0%) 가장 많았으며, ‘스포츠 경기 관람’이 3명

(0.3%)으로 가장 적었음. 

▪한편,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순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일과 휴일 ‘TV 또는 비디오 시청’ 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등 소극적이고 단조로운 여가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가족 여가활동 내용(평일 및 휴일)

합 계

TV 또는 비디오 시청 211(47.3) 233.5(42.1) 97(21.7) 132.5(23.9)

문화 예술 관람 52(11.7) 84(15.2) 73.5(16.5) 63.5(11.5)

게임 16.5(3.7) 24.5(4.4) 3.5(0.8) 26(4.7)

쇼핑 34.5(7.7) 27.5(5.0) 56.5(12.7) 57.5(10.4)

놀이공원 가기 0(0.0) 1(0.2) 7.5(1.7) 4.5(0.8)

산책 46.5(10.4) 65(11.7) 37(8.3) 41.5(7.5)

스포츠 활동 8.5(1.9) 20(3.6) 19(4.3) 42(7.6)

스포츠 경기 관람 5(1.1) 19(3.4) 1(0.2) 1.5(0.3)

등산 3.5(0.8) 4(0.7) 37.5(8.4) 47(8.5)

여행 5.5(1.2) 4.5(0.8) 43(9.6) 50.5(9.1)

종교생활 6(1.3) 15.5(2.8) 16.5(3.7) 31.5(5.7)

주말농장 1(0.2) 7.5(1.4) 9.5(2.1) 11.5(2.1)

목욕/사우나/찜질방 26.5(5.9) 15.5(2.8) 14(3.1) 21.5(3.9)

자원봉사활동 0(0.0) 3.5(0.6) 4(0.9) 5(0.9)

기타 17.5(3.9) 16(2.9) 7.5(1.7) 5.5(1.0)

무응답 12(2.7) 13(2.3) 19(4.3) 12.5(2.3)

구 분
평 일

여성

446(100.0)

남성

554(100.0)

여성

446(100.0)

남성

554(100.0)

휴 일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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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간 충분하다

출처: 권안나(2016).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37196

여가시간 충분하지 않다

317
250

가족 여가시간 충분정도

▪울산시민 2명중 1명은 가족 여가시간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
 시간 빈곤으로(일이 너무 바빠서, 가족공동의 시간을 갖기 힘들어서 등) 가족여가시간 갖기 어려워

▪최근 6개월간 여가시간 충분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은 ‘충분하다’가 196명(43.9%), ‘충분하지 않다’가 250명(56.1%)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충분하다’가 237명(42.8%), ‘충분하지 않다’가 317명(57.2%)으로 나타남.

<그림 3> 가족 여가시간 충분정도 (단위: 명) 

여 남



 울산시민은 가족여가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울산시민의 2명 중 1명은 여가시간이 불충분하다고
느껴 ‘시간 빈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는 정기적인 여가가 어려운 이유로 ‘일이 너무 바빠서’, ‘가족공동의 시간을 갖기 힘들어서’가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여가시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여가’를 단순 개인의 영역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 등과 같은 거시적인
맥락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가족이 평일과 휴일에 함께하는 여가활동은 ‘TV 또는 비디오 시청’이 가장 많았으나, 함께하고 싶은 여가
프로그램은 ‘문화 활동’으로 나타나 실태와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남.

 이러한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은 가정의 건강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개발원의 2017년
기본 연구과제인 「울산광역시 가족의 문화·여가생활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울산광역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여가활성화 정책수립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시사점

▪여성과 남성 모두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가족여가 시간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

▪정기적으로 여가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이 너무 바빠서’, ‘가족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서’

순으로 높게 나타남.

▪여성과 남성 모두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으며 시간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4> 정기적인 여가 어려운 이유(종합순위)

기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없음

몸이피곤해서

자녀교육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어서

가족 공통의 관심사가 없어서

가족공동의 시간을 갖기 힘들어서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일이 너무 바빠서

출처: 권안나(2016).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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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남

05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여가 프로그램

▪울산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여가프로그램 ‘문화생활’ 가장 높아

 가족여가 실태(TV 또는 비디오 시청)와 선호도(문화생활) 차이 나타나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여가프로그램 1순위는 ‘여행’이 397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5명 (0.5%)으로

가장 적었음. 2순위는 ‘문화생활’이 328명(32.8%)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상담/교육프로그램’이 14명(1.4%)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전체(종합순위)는 ‘문화생활’이 318명(31.8%)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앞서 살펴본 실질적인 여가활동과 차이가

나타남.   

※ 무응답을 제외하고 표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