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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균형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잠:
다국적시간연구(MTUS) 자료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수면시간 국제 비교 연구
전지원1)
요약
본 논문은 하루 24시간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인의 수면 시간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국제 시간 연구 데이터(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를 이용해
분석했다. 우선 한국인의 수면량을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등 9개국과 비교 분석하고, 이어 시간
균형 삼각형모델(Life Balance Triangle)을 적용해 수면시간의 차이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
에서 청소년, 생애주기 초기 이행기, 장/노년층 등 생애주기 별로 살펴보았다. 한국인의 평균 수
면시간은 모든 생애 주기에서 비교 대상국들 중 가장 낮거나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한국 청소년 및 취업 여성이 가장 잠을 적게 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 균형 측면
에서의 분석 결과, 한국인의 적은 수면량은 과도한 학업 부담, 가사분담의 불평등, 긴 근로/통근
시간 등 여러 사회적인 여건에서 비롯된 시간 사용의 불균형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순히 수면 시간의 많고 적음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수면이 일과 삶의 균형, 즉 제
약과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살펴봤다는 의의
가 있다.

주요용어 : 일-삶의 균형, 생활시간조사, 수면, MTUS, 생애주기

1. 서론
OECD 등의 통계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잠을 현저히
덜 잔다는 사실을 접해 왔다. OECD의 2015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평균인 8시간 22분보다 30여분 적었으며, 조사 대상국인 18개
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OECD, 2015). 성인 경제활동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한국 갤
럽 조사에서는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53분으로 권장 수면시간인 7-9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BC 취재플러스 보도, 2016). 충분한 수면이 신체적, 정
신적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수면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여전히 드물다(Cha and
Eun, 2014). 특히 다른 나라와 한국의 수면 시간 사이에 어째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
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수면시간이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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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Gershuny(2003)는 생활시간 연구에
있어서 잠은 생물학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국제 비교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24시간 중 ‘깨어 있는 시간’만 연구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비슷한 경제 수준 및 문화권에 있는 유럽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만약 비
교 대상 범위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 확대했을 경우 국가별/문화권 별로 수면시간
의 차이가 관찰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생애 주기 및 성별 등 사회 집단별로 또 다르
게 나타난다면 이는 잠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측면 뿐 아니라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최근 수면 스케
줄에 대한 20개국 비교 연구에서 일본인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드는 반면,
미국은 일찍 자고 매우 일찍 일어나는 등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수면 스케줄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Walch, Cochran, and Forger, 2016). 연구진은 이같은
차이가 일조량이나 위도 등 자연지리적 환경과 연동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 문화적
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유난히 잠을 적게 자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유난히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잠을 잘
시간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 둘째, 여가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잠을 줄이는 것일 수
있다. 6시만 되면 상당수의 가게가 문을 닫고, 10시 무렵에 대부분의 식당 등 레저 관
련 시설이 영업을 마치는 유럽 등과는 달리 한국은 밤늦게까지 쇼핑이나 식사, 음주
및 기타 여가 활동이 가능한 레저 관련 시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와 같
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잠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인식이 달라서일 수 있다. 잠을 많이 자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나
사회적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만약 잠이 사회적 요인보다는 생물학적/
자연적 요인으로 결정된다면 일조량이나 열대야 등 자연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인
이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잠과 연관된 한국인만의 생물학적인 특
성이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들 중, 첫째, 긴 노동시간으로 인
해 잠을 잘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과 둘째, 여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잠을 희생할
가능성에 보다 방점을 두어 ‘일과 삶의 균형’적 측면에서 수면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2). 잠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나 자연적
/생물학적 요인 역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잠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탐구한 설문 자료의 수집 및 텍스트 분석 등을 통한 잠에 대한 문화
연구, 그리고 한국인의 잠에 대한 의학적 연구 등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일지라는 양적 데이터를 사용, 성별, 생
애주기별로 수면시간이 어떻게 나타나며, 이것이 다른 나라와 한국간 수면시간의 차
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의 시간 균
형과 웰빙의 관계를 밝힌 시간균형 삼각형 모델(Life Balance Triangle Model, Jun,
2014)을 적용, 국가간 수면 시간의 차이를 사회적 요소인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
2) 예를 들어 Biddle & Hamermesh(1990)는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수면시간이 줄어든다고 분
석한 바 있다. 영국을 대상으로 한 Chatzitheochari &Arber(2009)의 연구에서도 근로시간과
수면시간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남성에게서 이같은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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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일-삶의 균형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틀인 시간균형 삼각형모델을 간
략히 설명하고, 연구에 사용된 국제 시간 연구 데이터(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한국인의 수면량을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등 9개국
과 비교 분석하고, 이어 4장에서는 이를 시간균형 삼각형모델을 적용해 일과 삶의 균
형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청소년, 생애주기 초기 이행기, 장/노년층 등 생애주기
별로 제시한다. 5장은 전반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을 담았다.

2. 일-삶의 균형과 한국인의 잠
2.1 시간균형 삼각형모델
잠을 일과 삶의 균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는 잠을 단순
히 잠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노동과 여
가 등 일상의 다른 중요한 영역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연구함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한 국가의 수면 시간이 다른 국가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
서, 수면 시간의 차이가 하루 전반의 시간 구조, 혹은 노동, 여가 등 삶의 다른 주요
한 행동 영역과 어떻게 맞물려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주목한 시간균형 삼각형 모델
(Life Balance Triangle Model, Jun 2014)을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했다.

<그림 2.1> 시간균형 삼각형 모델(Life Balance Triangle Model)

시간균형 삼각형 모델은 기존의 일과 삶의 균형 이론(Work-Life Balance Theory)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그림 2.1>, Jun, 2014). 기존의 일과 삶의 균형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맞벌이 가구 등 주로 유급 노동과 가사일 등 돌봄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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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해야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두개의 영역, 즉 ‘바깥일’과 ‘집안일+여가’가 어떤 균
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이 남녀간, 사회 집단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주로 들여다
보았다. 이는 긴 노동시간으로 인한 시간압박의 문제와 이로 인한 부부갈등 등 유급
노동의 정도와 질이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
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주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가사 및 자녀양육)’간의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실제 명칭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일과(또 다른) 일’사이의 균형을 다룬
다는 한계가 있었다(Jun, 2014). 또한, ‘일’을 유급노동으로 한정함으로써, 은퇴자나 전
업주부 등 비취업자의 시간 균형을 다룰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하루
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수면을 논의에서 제외하고 접근, 시간의 균형을 하루 24
시간의 맥락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시간균형 삼각형 모델은, 일상 생활을 크게 의무시간(Constrained time), 자유시간
(Discretionary time), 그리고 필수 유지시간(Regenerative time)으로 나눈 뒤 이 세
영역 사이에서 시간 사용이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를 살펴보는 접근 방식이다(Jun,
2014). 의무시간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일들, 예를 들어 유급노
동이나 가사노동, 자녀 양육, 교육(학생의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는 ‘하지 않으면 곤
란한’ 일들로, 즉 일종의 제한과 규제의 성격을 띤다. 자유시간은 여가, 휴식 등 개인
이 선택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된 시간을 의미한다. 필수 유지시간은 잠이나 식사,
화장실 이용 시간 등 생물학적/신체적으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활동들을 하는 시간을 가리킨다. 시간균형 삼각형 모델의 기본 핵심 아이디어는 생존
과 건강 유지에 충분한 필수 유지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시간 사용에 있어
일정한 규제 혹은 제한(Constraints) 과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 사이에 균형
이 이뤄질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Jun, 2014). 즉, 시간 사용에 있어서
규제나 제한이 너무 많으면(과도한 유급노동의 경우와 같이), 시간 압박(Time pressure)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증가하고, 선택의 자유가 너무 많으면(자유시간이 너
무 많은 실업자나 은퇴자의 경우와 같이) 하루의 시간 구조가 무너져 만족도가 낮아
진다고 본다. 따라서 이 모델은 유급노동/무급노동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하루 24시간
전체를 고려해 시간 사용 및 그 균형점을 살펴볼 수 있으며, 취업집단 뿐 아니라 생
애주기 전반에 걸쳐 이러한 균형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
닌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수면을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본 연구에 있어
서는 수면을 배제하지 않고 일상의 세 개의 중요한 축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시간균
형 삼각형 모델이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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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수면연구를 위해 수정된 시간균형 삼각형 모델

원래의 삼각형 모델에서는 수면이 필수유지시간의 일부로 식사시간, 개인유지시간
등과 함께 분류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수면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삼각
형의 한 축으로 따로 분리하고, 식사와 개인유지시간은 자유시간으로 합쳐서 분류했
다. 식사 등 개인 유지 활동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자유
시간과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실제 식사에 얼마나 시간을 쓸 지, 목욕을 할지, 하지
않을지 등에는 재량과 융통성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급노동 등 일정 시간이
규정되어 있는 의무시간보다는 자유시간에 가깝다고 판단, 이를 자유시간으로 분류했
다.
삼각형은 하루 24시간 중 각각의 3개 영역에 쓰인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바탕으
로 구성되며, 삼각형의 밑변, 즉 가로축은 의무시간과 자유시간 사이의 균형을, 높이,
즉 세로축은 수면시간이 하루 24시간 중 차지하는 비중(즉 이 연구에서는 수면시간과
비수면시간(의무시간+자유시간)의 균형)을 표시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 균형점이 삼각
형의 오른쪽에 가까울수록 하루 중 의무시간보다 자유시간의 비중이 큼을 나타내며,
왼쪽에 가까울수록 의무시간의 비중이 자유시간보다 큼을 나타낸다. 시간 균형점의
높이가 낮을수록 하루 중 수면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을 표현한다.
삼각형 모델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하루 동안 활동의 균형을 한 점으로 요약해
표시함으로써, 각 영역 간 시간사용의 균형이 어떻게 다른지 국가별, 집단별 등의 비
교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시간량에 대한 기본
분석을 시행한 뒤(3장) 삼각형 모델을 적용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4장).
2.2 국제비교 데이터 (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 소개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옥스퍼드 생활시간연구소(Centre for Time
Use Research, CTUR)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는 국제 시간 연구 데이터(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를 사용했다(Gershuny, 2003, 2011; Fisher & Gershuny,
2013). 국제 시간 연구 데이터는 1960년대 이후부터 수집된 각국의 생활 시간 연구 데
이터를 취합,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해 통합된 코드를 사용해 표준화한 것으로, 현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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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나라별, 시기별로 행동분류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MTUS는 이를 총 69개의 통합된 코드로 재분류하고 각종 배경 변
수를 표준화하는 등 데이터를 재정비 한 것이다 3). 본 연구에서는 위에 논의한 시간균
형모델을 수면을 중심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 69개 행동분류를 다시 의무시간(Constrained
time), 자유시간(Discretionary time), 그리고 수면(Sleep)으로 묶어서 분석했다.
한국 생활시간 데이터는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조사 데이터가 분석 가능
하지만, 비교 대상 국가들4)의 데이터가 2000년~2010년에 걸쳐 있어 분석 시기를 맞추
기 위해 2014년 대신 200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통계청, 2010)를 이용해서 분석했
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데이터가 주를 이루어 실제로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앞서 논의했듯 수면시간은 해마다 크게 달라지는 영역은 아니
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의 데이터로 조사 대상을 선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표 2.1> 참조). 요일별 계절별 인구 특성별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분석에는 MTUS 자체에서 제공한 가중치를 사용했다.
<표 2.1> 연구에 포함된 국가 및 연도
국가

조사연도

덴마크

2001

독일

2001

네덜란드

2005

한국

2009

슬로베니아

2000

이탈리아

2002

노르웨이

2000

남아프리카

2000

스페인

2009

영국

2005

3) 자세한 표준화 과정 등 MTUS에 관한 정보를 위해서는 Fisher & Gershuny(2013) 참조
4) 비교 대상 국가는 일차적으로 2000년 이후 표준화된 데이터가 존재하는 국가들을 고려했다.
남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OECD 소속이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는 한국과의 수
면시간, 시간균형 비교에 있어서 슬로베니아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추가했
다. 유럽 국가의 경우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북유럽형,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조합주의형,
영국은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에 가까운 특징을 지녀 다양한 국가들을 비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자 했다(Esping-Anderse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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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주기별 수면시간 국제비교
3.1 국가별, 집단별 수면시간 비교
<그림 3.1>은 20-64세까지의 국가별 평균 수면시간을 보여준다. 이 그래프에 따르
면 비교 대상 국가 중 한국이 덴마크와 함께 가장 잠을 적게 자는 국가에 속함을 알
수 있다5).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남, 여 모두 7 시간 43분 가량 자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는 2014년 OECD에서 조사한 7 시간 49분과 유사한 수치이다. 남성은 덴마크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 여성의 경우는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잠을 적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20-64세 평균 수면시간 국제 비교, 남/여

여기서 평균 수면 시간이 하루 20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면은 생물학적으로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므로 하
루 중 일정 시간의 수면이 담보되어야 해서 대체로 차이를 보이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이 1~2분 내외의 적은 차이를 보
이는 반면 한국 여성이 30여분이나 적게 자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큰 차이라
고 볼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도 20여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6).
보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생애주기별 집단별로 수면 시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분석의 편의상 청소년, 생애주기 초기 이행기(20-49세, 미혼 남녀, 기혼 무자녀 가
구, 기혼 미취학 아동 가구, 기혼 청소년 자녀 가구), 장/노년층을 살펴보았으며, 생애
주기 초기 이행기의 경우는 수면에 미치는 사회적 요소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취
업자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평균 수면시간을 보이는데, 이는 실제
수면 시간의 반영일 가능성도 있으나 데이터 질의 문제일수도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6) 국가별 수면시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문에서는 결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검정결과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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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청소년
청소년의 경우, 초기 청소년기(10-14세)와 후기 청소년기(15-19세)로 나눠 살펴보
았다. 10-14세는 초, 중학생에 해당되며, 15-19세는 고등학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
의 수면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영국과 덴마크는 데이터가 16세부
터 수집되어 있어서 15-19세 분석에만 포함했다.

<그림 3.2> 청소년의 수면시간 국제비교(초기 청소년기, 10-14세)

조사 결과, 한국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3.2>, <그림 3.3> 참조). 초기 청소년기(10-14세)의 경우 남성의
수면시간이 평균 515분, 여성의 수면시간이 508분에 불과해, 한국을 제외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적은 이탈리아(남자 평균 566분, 여자 평균 560분)에 비해 남녀 각 51
분, 52분이 적으며, 가장 수면 시간이 많은 슬로베니아(남자), 남아프리카(여자)와는
각각 74분, 88분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성인(20-64세)
의 수면시간 비교 결과에 비해 훨씬 큰 차이이다.

<그림 3.3> 청소년의 수면시간 비교(후기 청소년기, 15-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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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세의 경우 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그림 3.3> 참조). 15-19세 한국 남자
청소년의 경우 덴마크 등 다른 나라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에 비해 평균 38분 ~ 103분
적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평균 51분~118분가량 수면시간이 적
은 것으로 조사돼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기 충분한 수면이 건강과 발육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같은
차이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
는 이와 같은 청소년기 수면 부족 현상을 하루 24시간의 시간 균형과 연관지어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3.1.2 생애주기초기 이행기(20-49세): 취업자를 중심으로
생애주기 초기 이행기(Early life course transition to adulthood)는 사회적으로 의
무와 역할이 증가하고, 시간사용 패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특히
취업을 통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이후 자녀를 갖고 키
우는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에 따라 개인에게 가해지는 시간 부담/압박이 차이를 보이
게 되며(Jun, Lin & Fisher, 2014), 이는 수면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를 취업자를 중심으로 미혼-기혼무자녀-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기혼 – 5-18세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 구분, 각 시기의 수면량이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3.4>는 미혼인 취업자의 수면시간을 보여준다. 한국은 여전히 덴마크에 이
어 수면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남 463분, 여 470분). 수면량의 남녀 차이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많이 자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여성이 잠을 더 많이 잔다는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Burgard &
Ailshire, 2012). 그러나 흥미롭게도, 미혼 취업자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룹에서
한국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5> <그림 3.6>,
<그림 3.7>, <그림 3.8> 참조) 이는 한국 여성의 수면 시간이 집단에 관계없이 비교
국가들 중 가장 적게 나타난다는 점과 더불어 한국의 취업 여성이 결혼 및 출산을 거
치면서 다른 나라의 여성 및 한국 남성들보다 더 많은 시간적 압박을 경험하고 있음
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 3.4> 생애주기별 수면량 국제비교(미혼, 취업자, 20-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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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취업자 집단의 경우 수면시간은 자녀의 유무 및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
인다. 자녀가 없는 기혼 취업자의 경우,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은 남녀 모
두 미혼 취업자에 비해 수면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 독일, 스페인, 슬
로베니아는 남녀 모두 수면량이 결혼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그림 3.8> 참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가에 있어서는 보다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기혼, 무자녀 그룹의 경우에서도 비교 대
상 국가 중 가장 적은 수면량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평균
수면시간이 455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생애주기별 수면량 국제비교(기혼, 무자녀, 취업자, 20-49세)

<그림 3.6>은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기혼 취업자의 수면시간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한국 남성의 경우 수면량의 순위가 상승, 처음으로 중위권에
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과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남성은 5
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무자녀일 경우에 비해 수면시간이 상당 부분 하강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과 슬로베니아만이 오히려 무자녀일 경우에 비해 영유아
를 둔 경우가 남성이 잠을 더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8> 참조). 하나의 가설
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경우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 아내가 취업하지 않
고 전업주부로 집에 머물러 육아를 전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의 시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다른 국가,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영유아
자녀가 있다고 해서 여성이 일을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가 한국에 비해 덜하며, 실제
가사 분담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남성의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한국, 슬로베니아, 이탈리아의 경우 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영유아 자녀를 둔 경
우 오히려 수면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부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노르웨이, 영
국 등은 무자녀 집단에 비해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의 수면시간이 상당한 폭으
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3.8>). 다만 여성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
하고 한국 여성이 여전히 가장 낮은 수면시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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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18세 자녀를 둔 경우에는 한국 남성이 다시 덴마크에 이어 수면 시간이 비교
대상국 중 두 번째로 적었으며, 한국 여성은 평균 수면시간이 443분에 불과해 비교
대상국 중 가장 적은 수면시간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 여성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영유아를 둔 기혼 취업 여성과 비교했을 때 5-18세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수면시간이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8>).

<그림 3.6> 생애주기별 수면량 국제비교(기혼, 5세미만 자녀, 취업자, 20-49세 남녀)

<그림 3.7> 생애주기별 수면량 국제비교(기혼, 5세-18세 자녀, 취업자, 20-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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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생애주기별 수면량 국제비교(20-49세). 국가별/생애주기별 종합

3.1.3 장/노년층(50-64세, 65세-80세)
장/노년층의 경우, 수면량은 이전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비
교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면시간을 보였다(<그림 3.9>, <그림 3.10> 참조). 수면시간
의 남녀 차이의 경우, 장/노년층에서는 한국 역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이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앞서 결혼 이전, 즉 미혼
취업자 집단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이 자는 것이 관찰된 것으로 미뤄 생
각해 보면 집안일과 육아 등 가정 내 여성의 부담이 결국 그 시기 남녀 수면시간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가사노동의 부담이 유난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편이며, 그러한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든 장/노년기에는 따라서 여
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자는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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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생애주기별 수면량 국제비교, 장/노년층(50-64세)

<그림 3.10> 생애주기별 수면량 국제비교, 장/노년층(65-80세)

3.1.4 한국인의 수면시간이 유난히 적은 이유: 취업자의 경우
전 집단에서 한국인의 수면시간이 가장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체 집단에 대해
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취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영국 근로자들의 잠에 대한 연구에서, Chatzitheochari 와 Arber(2009)
는 근무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통근시간이 길수록 수면시간이 적음을 밝혀냈다. 한국
인의 수면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짧은 이유도 이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3.11>은 취업자의 국가별 평균 주당 근무시간(20세-64세)을 보여준다 7). 한
국 남성이 52시간, 여성이 45시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남녀 모두 높은 근무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과 유사하게 짧은 수면시간을 보인 덴마크의 경우
에는 근로시간이 다른 유럽 국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수면시간의 차
7)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이 자료가 취합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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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근로 시간이 수면시간에 미치는
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남성의 경우
후, 여성의 경우 30~35시간 전후의 근무 시간을 보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실히 좀 더 긴 시간을 일하는 데 쓰고 있으며, 이것이 적은 수면과 연관이
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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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전
한국은 확
있을 가능

<그림 3.11> 국가별 평균 주당 근무시간 비교(20-64세)

두 번째 요소인 통근시간에서도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2> 참조). 한국은 남성이 58.2분, 여
성이 50.9분으로, 평균 한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출퇴근에 사용하는 반면, 네덜란드는
남성 35.1분, 여성 26.2분, 영국은 남성 33.8분, 여성 23.9분 등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러 변인을 통제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수면
시간과 근로시간, 수면시간과 통근시간이 각각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Chatzitheochari
와 Arber(2009)의 연구에 비춰 생각해 본다면, 이처럼 긴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한국인, 적어도 취업자의 적은 수면량을 설명하는 데 일정정도 기여할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3.12> 통근시간 국제비교(20-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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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삶의 균형과 잠 국제비교
지금까지 국가간 생애주기별, 성별 수면시간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의 수면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며, 집단별로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 그러나 수면시간 자체만 봐서는 그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떠한
맥락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 장에서는 따라서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분석하는 시간균형 삼각형모델(Life balance Triangle Model,
Jun, 2014)을 적용, 국가별 수면시간의 차이를 일-삶의 균형의 문제와 연관지어 분석
해 보고자 한다.
<그림 4.1>은 시간 균형 삼각형 모델을 이용한 국제 비교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20-64세). 앞서 설명했듯, 삼각형의 가로축은 의무시간과 자유시간 사이의 균형을 보
여주며, 오른쪽 꼭지점에 가까울수록 자유시간의 비중이 의무시간보다 높음을, 왼쪽
꼭지점에 가까울수록 의무시간의 비중이 자유시간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삼각형의 세
로축은 하루 중 수면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그림 4.1>에서, 우리는 한국
인의 수면시간이 하루 중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으며,
하루 24시간에서 수면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이 자유시간과 의무시간
사이에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떻게 배분되는지 볼 수 있다. <그림 4.2>는 보다 구체적
인 분석을 위해 삼각형의 균형점이 위치한 부분을 확대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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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간 균형 국제비교, 20세-64세, 남녀

먼저, 남성의 경우,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의 남성들의 시간 균형이 한국
보다 왼쪽 상단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이들이 한국 남성들보다 잠을
자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고(덴마크 제외), 잠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의무시간’과
연관된 활동에 더 많이 배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의무시간’은 단순히 유
급노동이 아닌, 집안일 등 가사 노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남성의 근무 시간이 비록 비교 국가들 중 가장 길게 나타났지만(앞 장
참조), 막상 집안일 등 가사 노동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네덜
란드 등의 시간 균형이 한국 남성들에 비해 왼쪽에 위치, 의무시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성인 남성의 경우, 수면을 줄이고(?) 얻은 시간
을 단지 의무시간 뿐 아니라 여가 시간의 확보에도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만약 구체적으로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으며, 몇 시에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것이 실제로 여가라기보다는 회식 등 직장활동/사회활동의 연
장선상에서 이뤄지는 활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후 추가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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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시간균형 국제비교, 20-64세, 남녀(확대)

여성의 경우는 보다 흥미로운데, 한국을 중심으로 흔히 말하는 ‘선진국’인 네덜란
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영국 등은 시간 균형이 삼각형의 오른쪽에 위치, 한국에
비해서 즉 자유시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슬로베니
아, 이탈리아 등 비유럽/동유럽/남유럽 국가의 경우는 한국의 왼쪽에 위치, 한국에 비
해 의무시간이 자유시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의 비
중은 한국 여성이 다른 국가 여성들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생각해 보면 줄어든 한국의 경우 수면시간이 단순히 의무시간 쪽으로 이동하기
보다는 여가시간과 의무시간에 공통적으로 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
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시간 균형과 수면을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일-삶의 균형 관점에서의 분석은 청소년기와 생애주기초기
이행기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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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간 균형과 수면: 생애주기별 분석(청소년/생애주기초기 이행기)
4.1.1 청소년
앞 장과 마찬가지로 초기 청소년기(10-14세) 와 후기 청소년기(15-19세) 로 구분
해 분석했다. <그림 4.3>은 국가별 초기 청소년기(10세-14세)의 시간균형 분포를 보
여준다. 결과는 상당히 놀랍다. 한국 청소년의 시간 균형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
씬 삼각형의 왼쪽 아래 부분에 위치, 잠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균형이 의무시간 쪽
으로 명확히 기울어져 있다. 이는 앞 장에서 살펴본 한국 청소년의 수면량이 다른 나
라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이유가 큰 의무시간의 비중에 있음을 드러낸다. 한국 청
소년의 의무시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공부(학교, 학원 및 자율 학습)임을 고려
할 때 8) 이는 한국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잠을 덜 자는 대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자유시간은 덜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녀 청소년 모
두에게서 관찰된다.

<그림 4.3> 청소년의 시간균형 국제비교(10-14세), 남녀, 확대
8) 한국 청소년(10-18세)의 경우 학업 관련 활동이 전체 의무시간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는 영국(50%), 덴마크(56%), 독일(62%) 등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이 자체
도 향후 청소년의 시간사용과 관련하여 비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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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소년기에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한국 청소년의 경우 수면시간
은 훨씬 줄어들고, 시간 균형점 역시 보다 왼쪽으로 이동한다(<그림 4.4>) 성인에 비
해 시간 균형점이 훨씬 오른쪽에 있는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한국 청소년들은
수면 시간도 한국 성인 수준으로 낮을 뿐 아니라 시간 균형점도 보다 왼쪽, 즉 의무
시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2014)에 따르면,
시간 균형은 생애전반에 걸쳐 변하는데, 청소년기에는 자유시간의 비중이 의무시간에
비해 높고, 점차 의무시간의 비중이 증가해서 성인기에 역전한 뒤, 노년에 접어들어
다시 자유시간의 비중이 의무시간보다 늘어나는 형태를 띤다. 그러나 이번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는 이미 청소년기에 의무시간의 비중이 자유시간을 추월한다는 특성을 보
였다. 청소년기의 발달이나 행복도에 이러한 패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4> 청소년의 시간균형 국제비교(15-19세), 남녀, 확대

4.1.2 생애주기초기 이행기(20-49세): 취업자를 중심으로
청장년층의 잠(20-49세)을 시간균형모델로 살펴봄에 있어서 앞 장과 마찬가지로
취업자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경우 의무시간과 자유시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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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면시간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시간 균형에 대해 사회 구조적인 영향을 살펴보
기에는 취업자가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9). 이번 분석에는 편의상 한국과의 비교 대
상국을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로 한정했다. 이탈리아는 기존연구에서 남녀의 가
사 노동 분담 및 양육 부담, 가족에 관한 태도와 역할 등이 한국과 상당히 유사한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덴마크는 이번 연구에서 한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수면 시간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에 포함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일-가정 양립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참고하기 위해 분석에 추가했다.

9) 그러나 주부 및 비취업자는 또 다른 시간 균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의 시간균형
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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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생애주기 초기 이행기 시간균형 비교, 취업자

<그림 4.5>는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각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애주
기 초기 이행기의 시간 균형점이 남여 각각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표현한 것이다. 일
단 한국의 경우, 생애주기의 각 단계가 변함에 따라 여성의 시간 균형이 남성에 비해
보다 큰 폭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A)에 비해 기혼무자녀(B) 여성의
의무시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면시간은 함께 줄어들고, 영유아 자녀를 둔 그룹의
경우 수면시간의 비중은 소폭 늘어나지만 의무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 5-18세 자녀를 둔 경우는 다시 수면시간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영유아 자녀를
두었을 때에 비해 시간 균형점은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 자유시간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경우에도 생애주기의 단계에 따라 시간 균형
이 변화하긴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은 여성에 비해 적었으며, 수면시간의 비중도 미혼
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단계에서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애 초기 이행기에서
의 부담 증가가 취업 여성의 경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 덴마크를 비교해보면, 5-18세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잠을 적게 자며(D),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 의무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 비슷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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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C), 덴마크의 경우 남녀 시간 균형 차이는 주로 수면시간의 비중 차이에서 발생하
고 생애주기 이행에 따른 의무시간 대 자유시간의 균형점 이동은 남녀가 같은 방향,
유사한 위치에서 움직이는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의무시간 비중의 증가 및 변화가
여성에게 집중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 큰 차이로 주목된다. 즉, 한국 여성의 경우는
덴마크의 남성, 여성, 그리고 한국 남성에 비해 시간 균형점이 훨씬 큰 변화를 겪고,
보다 왼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수면량을 비교했을 때는 두 국가 모
두 수면시간이 적은국가로 분석되는 유사성을 보였으나, 시간 균형의 측면에서 살펴
보았을 때는 그 양상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 여성의 수면시간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도 한국과 다른 점이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여성의 수면 시간의 비중이 남성의 수면 시간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며, 한국과는 반대로 생애 주기 단계 전반에 걸쳐 남성의 시간 균형이 보다 왼
쪽에 위치, 의무시간의 부담을 남성이 더 많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세 미만
의 영유아를 둔 경우 남성의 시간 균형이 의무시간의 비중이 훨씬 높은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반면 여성은 이동 폭이 더 좁은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시간 균형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즉 여성이 생애 주기
이행에 따라 보다 의무 시간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균형점이 이동하며, 남성에
비해 보다 많은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수면시
간의 비중이 낮은 한국에 비해, 남녀간 수면시간 비중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 다
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잠은 평등(?)하게 자는 반면, 깨어 있는
시간의 배분이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면을 포함한 생애 초기 이행기의 시간 균형이 국가별로 다르
게 나타나며, 수면이 사회 구조적 요소인 가사노동의 남녀 평등/불평등 정도와도 연관
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생애 초기 이행기 시간 균형 변화의 남녀 차
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한국 취업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 의무 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수면 시간 역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평균 유급노동 시간이 5.3시간으로 3시간~4.8 시간에 걸쳐 분
포되어 있는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
역시 0.7시간(46분)으로, 69분(남아프리카)~159분(노르웨이)인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표 4.1> 참조). 시간균형 삼각형을 분석한 결과는 단순히 이러한 시
간의 ‘양적’ 문제 뿐 아니라, 한국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겪으면서 생애 초기 이행기
에 시간의 균형, 즉 시간구조의 변화 역시 한국 남성이나 다른 국가의 여성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겪는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면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흥
미로운 것은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한국보다도 전체 노동시간(유급+무급)이 더
높음에도 한국인의 수면시간이 이들 국가들보다 더 짧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
듯, 한국인의 경우에는 자유시간의 확보를 위해 잠을 더 줄이는, 즉 전체적 시간 균형
에서 수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어째
서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가에 대해서는 후속 작업을 통해 더 연구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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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남녀 유급/무급 노동 시간 비교, 10개국, 20-64세, MTUS
남성
덴마크

여성

유급노동

무급노동

전체

유급노동

무급노동

전체

5.4

2.6

8.0

4.1

3.7

7.9

독일

5.2

2.5

7.7

3.1

4.5

7.6

이탈리아

6.3

1.7

8.0

4.3

5.0

9.3

네덜란드

5.7

2.1

7.9

3.5

3.8

7.3

노르웨이

5.4

2.6

8.0

3.5

4.2

7.7

한국

6.7

0.8

7.5

5.3

3.4

8.8

슬로베니아

5.5

2.5

8.0

4.6

4.6

9.1

남아프리카

5.8

1.2

7.0

4.3

4.1

8.4

스페인

6.2

2.1

8.3

4.8

4.1

8.8

영국

5.5

2.4

7.9

4.0

3.9

7.9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시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하루 24시간의 배분이라는 측면에
서 수면 시간이 어떻게 분포되며 이것이 다른 나라와 한국간 수면시간의 차이와 어떻
게 연결되는지를 국제 시간 연구 데이터(MTUS)를 이용해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인의
수면량을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등 9개국과 비교 분석하고, 이어 시간균형 삼각형모
델(Life Balance Triangle)을 적용해 수면시간의 차이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에
서 분석한 결과를 청소년, 생애주기 초기 이행기, 장/노년층 등 생애주기 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수면 시간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생애 주기별 모든 집단에서 한국인의 평균 수
면시간이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 가장 낮거나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등에서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수면의 경우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10분 이내
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통상적임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인이 평균 20-30분 이상, 혹은 집단에 따라 1시간
이상 적게 자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남녀 모두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청소년기의 수면이 성장과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보다 심도 깊
게 살펴봐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시간 균형 모델을 통해 살펴보
았을 때도 시간 균형이 거의 성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무시간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발견되어 줄어든 수면시간이 대체로 의무시간, 즉 학업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나
타나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의 시간 균형과 큰 차이를 보였다.
생애주기 초기 이행기(20-49세) 집단을 살펴본 결과도 흥미롭다. 한국의 경우 미혼
취업자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룹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자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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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게 잔다는 그동안 정립된 연구결과(Walch, Cochran
and Forger, 2016)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조사 대상 국가에서 5세 미만 영유
아를 두었을 경우 남성의 수면시간이 감소했지만, 한국과 슬로베니아만이 오히려 무
자녀일 경우에 비해 수면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일-삶의
균형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에서도 관찰되는데, 생애 주기의 이행과 함께 남녀의 부담
이 공통적으로 증가(시간 균형이 의무시간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덴마크, 혹
은 남성의 부담이 더 증가하는 네덜란드에 비해 한국의 경우 부담의 증가가 여성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여성은 수면시간도 남성보다 적을 뿐 아니라, 시
간 균형의 측면에 있어서도 생애 주기 이행과 함께 의무시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영유아 자녀가 있을 경우 한국의 경우 취업 여성의 시간구조
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사 분담률이 높은
덴마크, 네덜란드 등과 비교해 볼 때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낮다는 점과 연
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의 가사분담률이 낮은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한국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다른 국가에 비해 5-18세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의 수면 시간이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도 한국의 특징인데, 이는 자녀의 학업을 돕는 역할과 연
관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부부데이터를 활용, 이같은 패
턴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집단별 특징과는 별도로 취업자 전반이 낮은 수면시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긴 한국의 근로시간과 긴 통근시간이 원인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
로시간과 통근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노년층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수면 시
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수면량이 적은 원인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이번 연구는 같은 년도에 조사된 데이터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 데
이터를 비교했기 때문에 국가별 데이터에 시간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발견되는 차이
가 국가별 차이가 아닌 년도별 차이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10).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일정 정도의 수면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일반적으로
년도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 차이보다는 국가적 차이
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11). 다만 국가의 선정에 있어서도 데이터
의 한계로 인해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보다 다양한 국가를 포함할 수 없었
던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집단을 살펴볼 때 그 대상을 취업자로 한
10) 이를테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의 등장과 확산이 급격히 이뤄졌으며,
잠자리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행위 등이 수면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청/
장년층의 경우 2000년과 2009년의 차이가 이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익명 심사자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11) 한국의 경우 1999년 데이터 상에서도 수면시간은 남성 467분, 여성 457분(20-64세)로, 2009
년과 비슷한 수준(남성 465분, 여성 464분)으로 나타나 조사에 포함된 2000년대 초반 다른 국
가의 데이터와 비교해도 본 분석과 비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향후 2014년 한국 데이터 등 보
다 최신년도의 데이터와 이에 근접한 시기에 조사된 국가 데이터들을 비교하는 후속 작업
을 통해 추가로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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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도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근로시간과 통근시간의 비교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수면을 결정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을 밝히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후 연구에서 전업주부 등 비취업 집단을 살펴보는 후속 작업을 통해 보완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수면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가 매우 드문 현 시점에서, 특히 한국인의
수면과 세계 각국의 수면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도된 수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단순히 수면 시간의 많고 적음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살펴본 시간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수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수면이 일과 삶의 균형, 즉 제약과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줄
어들고 늘어나며, 또 수면이 줄어듦으로 인해 생긴 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분석
하고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살펴봤다는 의의가 있다. 그 결과, 한국 청소년 및
취업 여성이 가장 잠을 적게 자며, 이는 학업 부담, 가사분담의 불평등, 긴 근로시간
등 여러 사회적인 여건과 연계되어 있음을 밝혔다. 수면이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수면 시간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앞으로 한국인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이 부분에도 정책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1월 17일 접수, 2017년 3월 8일 수정, 2017년 3월 28일 채택)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창의연구지원 시범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ORS-1220002).

시간균형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잠

51

참고문헌
통계청 (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https://mdis.kostat.go.kr/)
MBC (2016). 취재플러스, 잠 못 자는 대한민국
(http://imnews.imbc.com/n_newssas/n_inside/3864249_16711.html)
Biddle, J.E. and Hamermesh, D.S. (1990). Sleep and the Allocation of Ti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922-943.
Burgard, S.A. and Ailshire, J.A. (2012). Gender and Time for sleep among U.S
Adul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8(1) 51-69.
Cha, S.E. and Eun, K.S. (2014). Gender Difference in Sleep Problems: Focused on
Time Use in Daily Life of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9, 14471465
Chatzitheochari, S. and Arber, S. (2009). Lack of sleep, work and the long hours
culture: evidence from the UK Time Use Survey, Work, Employment
&Society. 23(1) 30-48.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England: Polity Press.
Gershuny, J. (2003).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USA
Gershuny, J. (2011). Time-use surveys and the measurement of national well-being.
Centre for Time Use Research,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Oxford
Fisher, K. and Gershuny, J. (2013). Multinational time use study: user’s guide and
documentation. Oxford, UK: Centre for Time Use Research, University
of Oxford.
Jun, J.W., Lin, Q.H. and Fisher,K. (2014). Time Use across Family Life Stages
from a Life Balance Perspective: The Case of South Korea, Conference
Presentat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esearch (IATUR).
Jun, J.W. (2014). Balance beyond Work Life: An Empirical Study of Older People’s
Time Use in the UK. Unpublished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Oxford
Walch, O.J., Cochran, A. and Forger, D.B. (2016). A global quantification of
“normal” sleep schedules using smartphone data, Science Advances. May

52

전지원

Why Koreans Sleep So Little: Comparative Analysis on
Sleep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Time Balance
using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Jiweon Jun1)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sleep time vari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Denmark,
United Kingdom, Netherlands, Slovenia, South Africa, Italy, Germany, Norway, and Spain)
using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data. The study found that Korean people sleep
the least or the second from the least in all life stages(youth, adulthood, and later life) among
the ten countries, and the difference was the largest among the youth and married women
who are employed. By applying the life balance triangle model which identifies the patterns of
time use in terms of the balance between time constraints and freedom of choice, the study
also illustrated that the lack of sleep for Korean people is associated with the lack of balance
in overall time use, which comes from social constraints such as long working/commuting time,
long study hours, and gender inequality in household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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