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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No1.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1

1-3 +@ BLOCKNO 조사구번호 부록 1 참고

4-5 +@ HHDNO 가구번호

01 1번째 가구
02 2번째 가구
03 3번째 가구
04 4번째 가구
05 5번째 가구
06 6번째 가구
07 7번째 가구
08 8번째 가구

09 9번째 가구
10 10번째 가구
11 11번째 가구
12 12번째 가구
13 13번째 가구
14 14번째 가구
15 15번째 가구

1-5 +@ RESPID 응답자 ID(조사구번호＋가구번호) ##### (BLOCKNO +HHDNO)

사회전반과 정치문제

6 1 KRPROUD 한국국민인 것 대한 자부심

1 매우 자랑스럽다
2 다소 자랑스럽다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8 DK/Refusal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CONBUS

CONCLERG

CONEDUC

CONLABOR

CONPRESS

CONTV

CONMEDIC

CONGOVT

CONLGOVT

CONLEGIS

CONJUDGE

CONSCI

CONARMY

CONFINAN

CONBLUHO

CONCSO

대기업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종교기관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교육기관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노동조합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신문사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TV 방송국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의료기관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중앙정부부처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지방자치정부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국회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대법원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학계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군대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금융기관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청와대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시민운동단체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1 매우 신뢰
2 다소 신뢰
3 거의 신뢰하지 않음
8 DK/Refusal

23 3 NORTHWHO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

1 지원대상
2 협력대상
3 경계대상
4 적대대상
8 DK/Refusal

24 4 SEDISTAN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8 DK/Refusal

25 5 UNIFI 남북통일 필요성

1 매우 필요하다
2 다소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8 DK/Refusal

26 6 CURGOV 현 정권의 국정운영평가

1 매우 잘하고 있다
2 다소 잘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다소 잘 못하고 있다
5 매우 잘 못하고 있다
8 DK/Refusal

27-28 7 PARTYID 지지하는 정당

01 한나라당
02 민주당
03 자유선진당
04 미래희망연대
05 민주노동당
06 창조한국당
07 진보신당

08 국민참여당
09 친박연대
66 기타
77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음
88 DK/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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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1

29 8 VOTE07 07년 대통령 선거 투표 여부
1 투표했다
2 투표하지 않았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투표권 無)

30-31 8-1 VOTE071 07년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한 정당 및 후보

01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02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03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04 민주당 이인제 후보
05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06 자유선진당 이회창 후보
07 무소속
08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66 기타 후보
77 모르겠다
88 아무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음
99 Not Applicable

32 9 VOTE10 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여부
1 투표했다
2 투표하지 않았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투표권 無)

33-34 9-1 VOTE101 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투표한 광역단체장의 정당

01 한나라당
02 민주당
03 자유선진당
04 미래희망연대
05 민주노동당
06 창조한국당
07 진보신당

08 국민참여당
09 무소속
66 기타 정당
77 모르겠다
88 아무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음
99 Not Applicable

35 10 PARTYLR 정치적 성향
1 매우 진보적
2 다소 진보적
3 중도

4 다소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8 DK/Refusal

36 11 SATPOL 한국정치상황 대한 만족도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4 다소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8 DK/Refusal

37 12 POLPROS 한국 정치의 향후전망

1 훨씬 좋아질 것이다
2 다소 좋아질 것이다
3 마찬가지일 것이다
4 다소 나빠질 것이다
5 훨씬 나빠질 것이다
8 DK/Refusal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3-10

EQWLTH
FEMPLYMT
FIRMREG
LABORRE
CORRUPT
RGIONLSM
PUBORDER
TAXFAIR
NORTHPOL
EDUPOLCY

정권대처1: 빈부격차 해소 
정권대처2: 여성 고용 확대
정권대처3: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권대처4: 노사갈등 중재
정권대처5: 부정부패방지
정권대처6: 지역갈등 해소
정권대처7: 기초(공공)질서의 확립
정권대처8: 과세 공정성 확보
정권대처9: 대북 정책
정권대처10: 교육 정책

 1 매우 잘하고 있다
 2 다소 잘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다소 잘 못하고 있다
 5 매우 잘 못하고 있다
 8 DK/Refusal

48-49 14 RANK R:계층귀속감_현재

01 최하층
05 중간 -
06 중간 +
10 최상층
88 DK/Refusal

50 15 SATFIN 가계경제 만족도

1 매우 만족
2 약간 만족
3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4 약간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8 DK/Refusal

51 16 FINREL05 일반가정비교_가구소득
1 평균보다 훨씬 높다
2 평균보다 약간 높다
3 평균이다

4 평균보다 약간 낮다
5 평균보다 훨씬 낮다
8 DK/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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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1

52 17 PARSOL 부모세대비교-생활수준변화

1 훨씬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졌다
3 차이가 거의 없다
4 약간 나빠졌다
5 훨씬 나빠졌다
8 DK/Refusal

53 18 KIDSOL06 자녀미래생활수준 변화예측

1 훨씬 좋아질 것
2 약간 좋아질 것
3 차이가 거의 없을 것
4 약간 나빠질 것
5 훨씬 나빠질 것
8 DK/Refusal

54 19 ECOPROS 한국 경제변화예상

1 훨씬 좋아질 것이다
2 다소 좋아질 것이다
3 마찬가지일 것이다
4 다소 나빠질 것이다
5 훨씬 나빠질 것이다
8 DK/Refusal

55-56 20 ATTEND 종교행사 참석빈도

01 일주일에 여러 번
02 일주일에 한 번
03 한달에 두세 번
04 한달에 한 번
05 일년에 몇 번
06 일년에 한 번
07 일년에 한 번 미만
08 전혀 가지 않는다
88 DK/Refusal

57-58 21 RELIG R:종교

01 불교
02 개신교
03 천주교
04 종교 없음
05 원불교
06 국제창가학회(SGI)
07 유교

08 도교
09 민속신앙/무속
10 천도교
11 대순진리회
12 증산도
13 천리교
77 기타
88 DK/Refusal

59 21-1 RELITEN (종교 있다면) 믿음정도
1 강하다
2 다소 강하다
3 별로 강하지 않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60 22 URBRURAL 살고 있는 지역(주관적 인식)
1 큰 도시
2 큰 도시 주변
3 작은 도시

4 시골마을
5 외딴 곳
8 DK/Refusal

61 23 FINALTER 지난 몇 년간 가계 경제 변화
1 상당히 좋아졌다
2 다소 좋아졌다
3 차이가 거의 없다

4 다소 나빠졌다
5 상당히 나빠졌다
8 DK/Refusal

62 24 FINPROS (10년 내)가계 경제 변화 예상

1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2 다소 좋아질 것이다
3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4 다소 나빠질 것이다
5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8 DK/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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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1

가 족

63-64 25 KIDNUM10 응답자의 자녀 수 00 ~ ##명 88 DK/Refusal

65-66 26 HOMPOP 동거가족 수(R포함_별거가족제외) 01 ~ ## 명 88 DK/Refusal

67-68 27 SEPAPOP 별거가족 수 00 ~ ## 명 88 DK/Refusal

69-70 28 UNRELAT 가족 아닌 동거인 수 00 ~ ## 명 88 DK/Refusal

2

1-2 29 RELATE R:응답자와의 관계 01 응답자

3 29-1-2 SEX R:성별 1 남자             2 여자

4-6 29-1-3 AGE R:연령(만) 018 ~ ### 세 888 DK/Refusal

7 29-1-4 MARITAL R:혼인상태

1 기혼
2 사별
3 이혼
4 별거

5 미혼
6 동거
8 DK/Refusal

8 29-1-5 AWAY R:동거여부 1 동거

9-10 29-1-6 WHYAWY R:(비동거시)사유 99 Not Applicable(동거)

11 29-1-7 EMPLY R:취업여부
1 취업
2 미취업

8 DK/Refusal

12-13 29-1-8 WHYNOE R:(미취업시)사유

02 재학

03 가사

04 노령

05 질병

06 심신장애

07 일시휴직

08 실직

09 은퇴

10 정년퇴직

11 취업준비

12 공부중

13 군입대

14 사업실패

15 취업생각 없음

16 결혼준비

17 종교적 이유

18 가족 돌보기 위해

19 취업할 능력 없어서

20 임신

21 여행

77 기타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취업)

14-15 29-2-1 RELATE2 가족2:응답자와의 관계

02 배우자

03 첫째 자녀

04 둘째 자녀

05 셋째 자녀

06 넷째 자녀

07 다섯째 자녀

08 여섯째 자녀

09 일곱째 자녀

10 자녀의 배우자

11 손자녀

12 손자녀의 배우자

13 부모

14 배우자의 부모

15 형제/자매

16 배우자의 형제/자매

17 조부모

18 조카

19 사촌/외사촌

20 형제/자매의 배우자

21 부모의 형제/자매

22 친구

23 하숙생

24 가정부

25 이성동반자

26 돌봐주는 사람

77 기타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

16 29-2-2 GENDER2 가족2:성별
1 남자
2 여자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17-19 29-2-3 OLD2 가족2:연령(만) ### 세
888 DK/Refusal
999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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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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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2

20 29-2-4 MAR2 가족2:혼인상태

1 기혼

2 사별

3 이혼

4 별거

5 미혼

6 동거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21 29-2-5 AWAY2 가족2:동거여부
1 동거

2 비동거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22-23 29-2-6 WHYAWY2 가족2:(비동거시)사유

01 취학

02 취업

03 입대

04 R 취학

05 R 취업

06 출산

07 지금 사는 곳이

좋아서

08 장기여행 중

09 가출

10 자녀의 학업

11 육아문제

12 스스로 원해서

13 취업준비 

14 부모의 별거

15 방학동안 일시적 

비동거

16 유학

17 해외취업

18 별거

19 가족돌보기

20 병, 요양

21 다른 가족과 거주

77 기타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

24 29-2-7 EMPLY2 가족2:취업여부
1 취업

2 미취업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25-26 29-2-8 WHYNOE2 가족2:(미취업시)사유

01 학령미달

02 재학

03 가사

04 노령

05 질병

06 심신장애

07 일시휴직

08 실직

09 은퇴

10 정년퇴직

11 취업준비

12 공부중

13 군입대

14 사업실패

15 취업생각 없음

16 결혼준비

17 종교적 이유

18 가족 돌보기 위해

19 취업할 능력

없어서

20 임신

21 여행

77 기타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

27-28 29-3-1 RELATE3 가족3:응답자와의 관계 위 29-2-1번과 동일

29 29-3-2 GENDER3 가족3:성별 위 29-2-2번과 동일

30-32 29-3-3 OLD3 가족3:연령(만) 위 29-2-3번과 동일

33 29-3-4 MAR3 가족3:혼인상태 위 29-2-4번과 동일

34 29-3-5 AWAY3 가족3:동거여부 위 29-2-5번과 동일

35-36 29-3-6 WHYAWY3 가족3:(비동거시)사유 위 29-2-6번과 동일

37 29-3-7 EMPLY3 가족3:취업여부 위 29-2-7번과 동일

38-39 29-3-8 WHYNOE3 가족3:(미취업시)사유 위 29-2-8번과 동일

40-41 29-4-1 RELATE4 가족4:응답자와의 관계 위 29-2-1번과 동일

42 29-4-2 GENDER4 가족4:성별 위 29-2-2번과 동일

43-45 29-4-3 OLD4 가족4:연령(만) 위 29-2-3번과 동일

46 29-4-4 MAR4 가족4:혼인상태 위 29-2-4번과 동일

47 29-4-5 AWAY4 가족4:동거여부 위 29-2-5번과 동일

48-49 29-4-6 WHYAWY4 가족4:(비동거시) 사유 위 29-2-6번과 동일

50 29-4-7 EMPLY4 가족4:취업여부 위 29-2-7번과 동일

51-52 29-4-8 WHYNOE4 가족4:(미취업시)사유 위 29-2-8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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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2

53-54 29-5-1 RELATE5 가족5:응답자와의 관계 위 29-2-1번과 동일

55 29-5-2 GENDER5 가족5:성별 위 29-2-2번과 동일

56-58 29-5-3 OLD5 가족5:연령(만) 위 29-2-3번과 동일

59 29-5-4 MAR5 가족5:혼인상태 위 29-2-4번과 동일

60 29-5-5 AWAY5 가족5:동거여부 위 29-2-5번과 동일

61-62 29-5-6 WHYAWY5 가족5:(비동거시)사유 위 29-2-6번과 동일

63 29-5-7 EMPLY5 가족5:취업여부 위 29-2-7번과 동일

64-65 29-5-8 WHYNOE5 가족5:(미취업시)사유 위 29-2-8번과 동일

66-67 29-6-1 RELATE6 가족6:응답자와의 관계 위 29-2-1번과 동일

68 29-6-2 GENDER6 가족6:성별 위 29-2-2번과 동일

69-71 29-6-3 OLD6 가족6:연령(만) 위 29-2-3번과 동일

72 29-6-4 MAR6 가족6:혼인상태 위 29-2-4번과 동일

73 29-6-5 AWAY6 가족6:동거여부 위 29-2-5번과 동일

74-75 29-6-6 WHYAWY6 가족6:(비동거시)사유 위 29-2-6번과 동일

76 29-6-7 EMPLY6 가족6:취업여부 위 29-2-7번과 동일

77-78 29-6-8 WHYNOE6 가족6:(미취업시)사유 위 29-2-8번과 동일

3

1-2 29-7-1 RELATE7 가족7:응답자와의 관계 위 29-2-1번과 동일

3 29-7-2 GENDER7 가족7:성별 위 29-2-2번과 동일

4-6 29-7-3 OLD7 가족7:연령(만) 위 29-2-3번과 동일

7 29-7-4 MAR7 가족7:혼인상태 위 29-2-4번과 동일

8 29-7-5 AWAY7 가족7:동거여부 위 29-2-5번과 동일

9-10 29-7-6 WHYAWY7 가족7:(비동거시)사유 위 29-2-6번과 동일

11 29-7-7 EMPLY7 가족7:취업여부 위 29-2-7번과 동일

12-13 29-7-8 WHYNOE7 가족7:(미취업시)사유 위 29-2-8번과 동일

14-15 29-8-1 RELATE8 가족8:응답자와의 관계 위 29-2-1번과 동일

16 29-8-2 GENDER8 가족8:성별 위 29-2-2번과 동일

17-19 29-8-3 OLD8 가족8:연령(만) 위 29-2-3번과 동일

20 29-8-4 MAR8 가족8:혼인상태 위 29-2-4번과 동일

21 29-8-5 AWAY8 가족8:동거여부 위 29-2-5번과 동일

22-23 29-8-6 WHYAWY8 가족8:(비동거시)사유 위 29-2-6번과 동일

24 29-8-7 EMPLY8 가족8:취업여부 위 29-2-7번과 동일

25-26 29-8-8 WHYNOE8 가족8:(미취업시)사유 위 29-2-8번과 동일

27-28 29-9-1 RELATE9 가족9:응답자와의 관계 위 29-2-1번과 동일

29 29-9-2 GENDER9 가족9:성별 위 29-2-2번과 동일

30-32 29-9-3 OLD9 가족9:연령(만) 위 29-2-3번과 동일

33 29-9-4 MAR9 가족9:혼인상태 위 29-2-4번과 동일

34 29-9-5 AWAY9 가족9:동거여부 위 29-2-5번과 동일

35-36 29-9-6 WHYAWY9 가족9:(비동거시)사유 위 29-2-6번과 동일

37 29-9-7 EMPLY9 가족9:취업여부 위 29-2-7번과 동일

38-39 29-9-8 WHYNOE9 가족9:(미취업시)사유 위 29-2-8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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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41 29-10-1 RELATE10 가족10:응답자와의 관계 위 29-2-1번과 동일

42 29-10-2 GENDER10 가족10:성별 위 29-2-2번과 동일

43-45 29-10-3 OLD10 가족10:연령(만) 위 29-2-3번과 동일

46 29-10-4 MAR10 가족10:혼인상태 위 29-2-4번과 동일

47 29-10-5 AWAY10 가족10:동거여부 위 29-2-5번과 동일

48-49 29-10-6 WHYAWY10 가족10:(비동거시)사유 위 29-2-6번과 동일

50 29-10-7 EMPLY10 가족10:취업여부 위 29-2-7번과 동일

51-52 29-10-8 WHYNOE10 가족10:(미취업시)사유 위 29-2-8번과 동일

53-54 30 HHWHO 가구주: 가구원 번호

01 가구원번호1(응답자)

02 가구원번호2 

03 가구원번호3

04 가구원번호4

05 가구원번호5

06 가구원번호6

07 가구원번호7

08 가구원번호8

09 가구원번호9

10 가구원번호10

55-56 +@ HDHEAD 가구주: 응답자와의 관계

01 응답자
02 배우자
03 첫째 자녀
04 둘째 자녀
05 셋째 자녀
06 넷째 자녀
07 다섯째 자녀
08 여섯째 자녀
09 일곱째 자녀
10 자녀의 배우자
11 손자녀
12 손자녀의 배우자
13 부모
14 배우자의 부모

15 형제/자매
16 배우자의 형제/자매
17 조부모
18 조카
19 사촌/외사촌
20 형제/자매의 배우자
21 부모의 형제/자매
22 친구
23 하숙생
24 가정부
25 이성동반자
26 돌봐주는 사람
77 기타
88 DK/Refusal

57 +@ HHSEX 가구주:성별 위 29-2-2번과 동일

58-60 +@ HHAGE 가구주:연령(만) 위 29-2-3번과 동일

61 +@ HHMARI 가구주:혼인상태 위 29-2-4번과 동일

62 +@ HHAWAY 가구주:동거여부 위 29-2-5번과 동일

63-64 +@ HHWHYAWY 가구주:(비동거시)사유 위 29-2-6번과 동일

65 +@ HHEMPLY 가구주:취업여부 위 29-2-7번과 동일

66-67 +@ HHWHYNOE 가구주:(미취업시)사유 위 29-2-8번과 동일

교 육

1-2 31 EDUC R:최종학교

00 무학
01 초등(국민)학교
02 중학교
03 고등학교
04 전문대학(2․3년제)
05 대학교(4년제)
06 대학원(석사과정)
07 대학원(박사과정)
08 서당한학
88 DK/Refusal

3 31-1 GRADUATE R:최종학교 졸업여부
1 졸업
2 중퇴
3 재학 중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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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31-2 DROPYR R:(중퇴시)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5 31-3 CURRYR R:(재학시)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6-7 32 HIEDUCYR (전문대학 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후 정규교육 ##년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

8-9 33 SPEDUC SP:최종학교

00 무학
01 초등(국민)학교
02 중학교
03 고등학교
04 전문대학(2․3년제)
05 대학교(4년제)
06 대학원(석사과정)
07 대학원(박사과정)
08 서당한학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

10 33-1 SPGRAD SP:최종학교 졸업여부
1 졸업
2 중퇴

3 재학 중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11 33-2 SPDROPYR SP:(중퇴시)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12 33-3 SPCURRYR SP:(재학시)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13-14 34 PAEDUC 부친:최종학교

00 무학
01 초등(국민)학교
02 중학교
03 고등학교
04 전문대학(2․3년제)
05 대학교(4년제)

06 대학원(석사과정)
07 대학원(박사과정)
08 서당한학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

15 34-1 PAGRAD 부친:최종학교 졸업여부
1 졸업
2 중퇴
3 재학 중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16 34-2 PADROPYR 부친:(중퇴시)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17 34-3 PACURRYR 부친:(재학시)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18-19 35 MAEDUC 모친:최종학교

00 무학
01 초등(국민)학교
02 중학교
03 고등학교
04 전문대학(2․3년제)
05 대학교(4년제)

06 대학원(석사과정)
07 대학원(박사과정)
08 서당한학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

20 35-1 MAGRAD 모친:최종학교 졸업여부
1 졸업
2 중퇴
3 재학 중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21 35-2 MADROPYR 모친:(중퇴시)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22 35-3 MACURRYR 모친:(재학시)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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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 주로 하는 일

23 36 INCMR R:수입 있는 일 하는지 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8 DK/Refusal

24 36-1 EMPED R:[근로자]피고용 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25 36-2 WGSTAT R:[임금]고용지위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26 36-3 WGPTFL R:[임금]전일제 여부 1 시간제
2 전일제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27-29 36-4 WGWKHR R:[임금]주 평균 근무시간 ### 시간
888 DK/Refusal 999 Not Applicable

30-31 36-5(1) WGTENYR R:[임금]현직장 근무년수 ##년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

32-33 36-5(2) WGTENMO R:[임금]현직장 근무월수 0~12개월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

34 36-6 WGSTAB R:[임금]고용 지속 가능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35 36-7 WGSECT R:[임금]고용부문
1 정부
2 공기업
3 사기업           

4 공익기관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36 36-8 WGUNN R:[임금]노조가입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37 36-8-1 WGUNNP R:[임금](노조 미가입시)과거가입경험 1 있었다
2 없었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38 36-9 SFSTAT R:[자영]고용지위
1 무급가족종사자
2 고용원 없는 자영자
3 고용원 둔 사업주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39-41 36-9-1 SFNOHI R:[자영](고용원 둔 사업주)고용원수 ### 명
888 DK/Refusal

999 Not Applicable

42 36-10 SFPTFL R:[자영]전일제 여부 1 시간제
2 전일제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43-45 36-11 SFWKHR R:[자영]주 평균 근무시간 ### 시간
666 정해진 시간없음

888 DK/Refusal
999 Not Applicable

46-47 36-12(1) SFTENYR R:[자영]현직근무년수 ##년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

48-49 36-12(2) SFTENMO R:[자영]현직근무월수 0~12개월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

50-51 36-13 SFWHY R; [자영] 자영업을 하게 된 주된 이유

1 내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서
2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3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서
4 임금근로를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5 실직이나 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6 가족이 하는 일이라서
7 육아, 가정생활 등 여타활동과         

양립가능해서
8 물려 받음
9 없음
10 생계
11 환경 성장 배경
12 전공, 할 줄 아는 일이 이것뿐

(처음 배운일이라)
13 특허 받은 게 있어서
14 노후까지 가능해서
15 동업제의를 함/받음
77 기타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

52-54 36-14-1 NUMSUP R:[근로자]부하직원 수 ###명 888 DK/Refusal
999 Not Applicable

55 36-14-2 EMSUBO R:[근로자]부하 직원유무 1 있다
2 없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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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36-15

RINCOM0 R:[근로자]월평균 근로 소득_금액 #### 만원
6666 1억원 이상

7777 Refusal
8888 DK
9999 Not Applicable

60-61 RINCOME R:[근로자]월평균 근로 소득_범주화 부록 2 참고
77 Refusal

88 DK
99 Not Applicable

62

36-16

RXTINC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_유무 1 있다
2 없다

7 Refusal
8 DK
9 Not Applicable

63-66 RXTINC0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_금액 #### 만원
7777 Refusal

8888 DK
9999 Not Applicable

67-68 RXTINCM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_범주화 부록 2 참조
77 Refusal

88 DK
99 Not Applicable

5

1 36-17 UNSRCH R:[근로자X]구직노력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2

36-18

UNXTINC R:[근로자X]월평균 근로外소득_有無 1 있다
2 없다

7 Refusal
8 DK
9 Not Applicable

3-6 UNXTINC0 R:[근로자X]월평균 근로外소득(만원)_未범주화 #### 만원
7777 Refusal

8888 DK
9999 Not Applicable

7-8 UNXTINCM R:[근로자X]월평균 근로外소득_범주화 부록 2 참조
77 Refusal
88 DK
99 Not Applicable

9 36-19 UNWKEX R:[근로자X]근로경험 유무 1 있다
2 없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10 36-20 UNSTAT R:[근로자X](근로경험자)최근 근로지위

1 정부의 피고용인
2 사기업의 피고용인
3 공기업의 피고용인
4 공익기관의 피고용인
5 무급가족종사자
6 고용원 없는 자영자
7 고용원 둔 사업주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11-13 36-20-1 UNNOHI R:[근로자X](근로경험자)(최근-고용주)당시 고용원수 ### 명 888 DK/Refusal
999 Not Applicable

14 36-21 UNSUBO R:[근로자X](근로경험자)당시 부하 직원유무 1 있었다
2 없었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15-17 36-22 UNWKHR R:[근로자X](근로경험자)당시 주 평균 근무시간 ### 시간 888 DK/Refusal
999 Not Applicable

18-20
37(1)

INDUSTRY R:산업
부록 3 참고 888 DK/Refusal

999 Not Applicable21-23 INDUS08 R:산업(2008년)

24-27
37(2)

OCC R:직업(ISCO88)
부록 3 참고 8888 DK/Refusal

9999 Not Applicable28-31 OCC08 R:직업(ISCO08)

배우자 : 로 하는 일

32 38 SPINCMR SP:수입 있는 일 하는지 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33 38-1 SPEMPED SP:[근로자]피고용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34 38-2 SPWGSTAT SP:[임금]고용지위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35 38-3 SPWGPTFL SP:[임금]전일제 여부 1 시간제
2 전일제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36-38 38-4 SPWGWKHR SP:[임금]주 평균 근무시간 ### 시간 888 DK/Refusal
999 Not Applicable

39 38-5 SPWGSTAB SP:[임금]고용지속 가능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40 38-6 SPWGSECT SP:[임금]고용부문
1 정부
2 공기업
3 사기업

4 공익기관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41 38-7 SPWGUNN SP:[임금]노조가입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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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2 38-7-1 SPWGUNNP SP:[임금](노조 미가입시)과거가입경험 1 있었다
2 없었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43 38-8 SPSFSTAT SP:[자영]고용지위
1 무급가족종사자
2 고용원 없는 자영자
3 고용원 둔 사업주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44-46 38-8-1 SPSFNOHI SP:[자영](고용원 둔 사업주)고용원 수
### 명
888 DK/Refusal

999 Not Applicable

47 38-9 SPSFPTFL SP:[자영]전일제 여부 
1 시간제
2 전일제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48-50 38-10 SPSFWKHR SP:[자영]주 평균 근무시간
### 시간
666 정해진 시간없음

888 DK/Refusal
999 Not Applicable

51-52 38-11 SPSFWHY SP [자영] 자영업을 하게 된 주된 이유

1 내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서

2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3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서

4 임금근로를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5 실직이나 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6 가족이 하는 일이라서

7 육아, 가정생활 등 여타활동과         

양립가능해서

8 물려 받음

9 없음

10 생계

11 환경 성장 배경

12 전공, 할 줄 아는 일이 이것뿐

(처음 배운일이라)

13 특허 받은 게 있어서

14 노후까지 가능해서

15 동업제의를 함/받음

77 기타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

53-55 38-12-1 SPNUMSUP SP:[근로자]부하직원 수
### 명
888 DK/Refusal

999 Not Applicable

56 38-12-2 SPEMSUBO SP:[근로자]부하직원 유무
1 있다
2 없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57-60

38-13

SPINCOM0 SP:[근로자]월평균 근로소득(만원)_未범주화
#### 만원
7777 Refusal

8888 DK
9999 Not Applicable

61-62 SPINCOME SP:[근로자]월평균 근로소득_범주화
부록 2 참고
77 Refusal

88 DK
99 Not Applicable

63

38-14

SPXTINC SP:[근로자]월평균 근로外소득_有無
1 있다
2 없다

7 Refusal
8 DK
9 Not Applicable

64-67 SPXTINC0 SP:[근로자]월평균 근로外소득(만원)_未범주화
#### 만원
7777 Refusal

8888 DK
9999 Not Applicable

68-69 SPXTINCM SP:[근로자]월평균근로外소득_범주화
부록 2 참조
77 Refusal

88 DK
99 Not Applicable

1 38-15 SPUNSRCH SP:[근로자X]구직노력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2

38-16

SPUNXTN SP:[근로자X]월평균 근로外소득_有無
1 있다
2 없다

7 Refusal
8 DK
9 Not Applicable

3-6 SPUNXTN0 SP:[근로자X]월평균 근로外소득(만원)_未범주화
#### 만원
7777 Refusal

8888 DK
9999 Not Applicable

7-8 SPUNXTNM SP:[근로자X]월평균 근로外소득_범주화
부록 2 참조
77 Refusal

88 DK
99 Not Applicable

9 38-17 SPUNWKEX SP:[근로자X]근로 경험유무
1 있다
2 없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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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 38-18 SPUNSTAT SP:[근로자X](근로경험자)최근 근로지위

1 정부의 피고용인
2 사기업의 피고용인
3 공기업의 피고용인
4 공익기관의 피고용인
5 무급가족종사자
6 고용원 없는 자영자
7 고용원 둔 사업주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11-13 38-18-1 SPUNNOHI SP:[근로자X](근로경험자)(최근-고용주)당시 고용원수
### 명
888 DK/Refusal

999 Not Applicable

14 38-19 SPUNSUBO SP:[근로자X](근로경험자)당시 부하직원 유무
1 있었다
2 없었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15-17 38-20 SPUNWKHR SP:[근로자X](근로경험자)당시 주 평균 근무시간
### 시간
888 DK/Refusal

18-20

39(1)

SPIND SP:산업

부록 3 참고
888 DK/Refusal
999 Not Applicable

21-23 SPIND08 SP:산업(2008)

24-27

39(2)

SPOCC SP:직업(ISCO88)

부록 3 참고 8888 DK/Refusal
9999 Not Applicable

28-31 SPOCC08 SP:직업(ISCO08)

32-35
40

INCOM0 월평균 가구 총소득(만원)_未범주화 #### 만원
7777 Refusal
8888 DK

36-37 INCOME 월평균 가구 총소득_범주화 부록 2 참조
77 Refusal
88 DK

건 강

38 41 HEALTHY R: 전반적인 건강상태

1 매우 좋다    
2 다소 좋다
3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4 다소 나쁘다  
5 매우 나쁘다
8 DK/Refusal

39

40

42-1

42-2

TABLE

STAIRS

건강상태에 의한 일상생활의 제약1: 탁자 옮기기, 진
공청소기 사용하기, 볼링, 골프 등
건강상태에 의한 일상생활의 제약2: 여러 개의 계단 
오르기

1 예, 많은 제약을 받는다
2 예, 약간 제약을 받는다
3 아니오,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8 DK/Refusal

41

42

43-1

43-2

HEALPRB1

HEALPRB2

(지난 1달) 신체적 건강에 의한 직업/일상활동의 문제1: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1달) 신체적 건강에 의한 직업/일상활동의 문제2:
나의 일이나 다른 활동에서 제한을 받았다

1 항상 그랬다
2 자주 그랬다
3 가끔 그랬다
4 별로 그렇지 않았다
5 전혀 그렇지 않았다
8 DK/Refusal

43

44

44-1

44-2

EMOTPRB1

EMOTPRB2

(지난 1달) 정서적 문제에 의한 직업/일상활동의 문제1: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1달) 정서적 문제에 의한 직업/일상활동의 문제2:
나의 일이나 다른 활동에서 평상시보다 주의가 덜 기
울여졌다

1 항상 그랬다
2 자주 그랬다
3 가끔 그랬다
4 별로 그렇지 않았다
5 전혀 그렇지 않았다
8 DK/Refusal

45 45 PAIN 통증에 의한 일상적 일에 대한 방해 정도

1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다
2 별로 방해를 받지 않았다
3 가끔 방해를 받았다
4 자주 방해를 받았다
5 항상 방해를 받았다
8 DK/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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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7

48

46-1

46-2

46-3

FEELPCE

FEELACTV

FEELDPRS

(지난 1달) 감정 및 상황1: 나는 차분하고 평온한 
느낌이었다
(지난 1달) 감정 및 상황2: 나는 활력이 있다고 
느꼈다
(지난 1달) 감정 및 상황3: 나는 낙심하였고,        
우울하다고 느꼈다

1 항상 그랬다
2 자주 그랬다
3 가끔 그랬다
4 별로 그렇지 않았다
5 전혀 그렇지 않았다
8 DK/Refusal

49 47 HARDSOC 신체적 건강 / 정신적 문제에 의한 사회활동 방해 정도

1 항상 방해를 받았다
2 자주 방해를 받았다
3 가끔 방해를 받았다
4 별로 방해를 받지 않았다
5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다
8 DK/Refusal

50

51

48-1

48-2

HOPELESS

HARDGOAL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가 얻으려 애쓰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 매우 동의
2 다소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 다소 반대
5 매우 반대
8 DK/Refusal

52 49 CHRONIC 만성 질환 또는 오래된 건강문제가 있는지의 여부
1 있다
2 없다
8 DK/Refusal

53
54
55
56
57

49-1
49-2
49-3
49-4
49-5

HYPRTN10
DIABET10
HEARTP10
ASTHMA10
OTHPRB

만성질환 또는 오래된 건강문제1: 고혈압
만성질환 또는 오래된 건강문제2: 당뇨병
만성질환 또는 오래된 건강문제3: 심장 질환
만성질환 또는 오래된 건강문제4: 호흡기 문제
만성질환 또는 오래된 건강문제5: 기타

1 예
2 아니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58-60
61-63

50(1)
50(2)

HEIGHT
WEIGHT

R: 신장
R: 체중

###cm
###kg

888 DK/Refusal
888 DK/Refusal

64 51 FREQSMOK 담배를 피우는 정도

1 매일 피운다
2 일주일에 몇 번 피운다
3 한달에 몇 번 피운다
4 일년에 몇 번 혹은 그 이하로 피운다
5 전혀 피우지 않는다
8 DK/Refusal

65-66 51-1 DURSMOK 담배를 피운 기간 ##년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

67 52 FREQDRNK 술을 마시는 정도

1 매일 마신다
2 일주일에 몇 번 마신다
3 한달에 몇 번 마신다
4 일년에 몇 번 혹은 그 이하로 마신다
5 전혀 마시지 않는다
8 DK/Refusal

68 53 FREQEXER
땀 흘릴 정도나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을 최소 20분 
이상 하는 정도

1 매일 한다
2 일주일에 몇 번 한다
3 한달에 몇 번 한다
4 일년에 몇 번 혹은 그 이하로 한다
5 전혀 하지 않는다
8 DK/Refusal

69 54 HLTHEXAM 지난 3년간 건강 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

1 그렇다, 정기적으로 받았다
2 그렇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받지 않았다
3 아니다, 전혀 받지 않았다
8 DK/Refusal

70 55 STRESFUL 평소 스트레스 받는 정도

1 많이 받는다  
2 다소 받는다
3 별로 받지 않는다
4 거의 받지 않는다
8 DK/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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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6 GOHOSP (지난 1년) 병원에 간 정도

1 일주일에 여러 번 갔다
2 일주일에 한 번 갔다
3 한달에 한 번 갔다
4 일년에 몇 번 갔다
5 일년에 한 번 갔다
6 전혀 안 갔다
8 DK/Refusal

72

73

57-1

57-2

WRYTRTMT

WRYMONEY

질병 관련 걱정1: 나와 내 가족이 필요할 때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없을까봐
질병 관련 걱정2: 나와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심각한 
질병이나 상태에 처했을 때 비용을 지불 할 수 없을까봐

1 매우 걱정한다
2 약간 걱정한다
3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4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8 DK/Refusal

7

1 58 DISLKHSP
(지난 1년) 병원에 가는 것을 주저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1 있었다
2 없었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지난 1년간 아픈 적
도 다친 적도 없었다)

2
3
4
5
6
7
8
9
10
11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8-10

MUCHWAIT
MUCHCOST
FEWHOSP
NOTTOGO
NOCAR
HATEHOSP
NOTIME
NONEED
NOINSR
OTHRSN

병원_주저한 이유1: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병원_주저한 이유2: 비용이 너무 비싸서
병원_주저한 이유3: 주변에 병원이나 의원이 없어서
병원_주저한 이유4: 어떤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몰라서
병원_주저한 이유5: 교통편이 없어서 
병원_주저한 이유6: 병원 가기를 싫어해서
병원_주저한 이유7: 진료 받을 시간이 없어서
병원_주저한 이유8: 병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병원_주저한 이유9: 적절한 건강 보험이 없어서
병원_주저한 이유10: 기타

1 그렇다
2 아니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12 59 TYPEINSR 건강 보험 종류

1 국민 건강 보험만 갖고 있다
2 국민 건강 보험과 개인 의료 보험을

둘 다 갖고 있다
3 개인 의료 보험만 갖고 있다
4 국민 건강 보험과 개인 의료 보험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다
8 DK/Refusal

13
14
15

60-1
60-2
60-3

ACUPNTUR
HERB
MASSAGE

(지난 1년) 치료 받은 경험1: 침술 또는 뜸
(지난 1년) 치료 받은 경험2: 한약
(지난 1년) 치료 받은 경험3: 지압 또는 임상 마사지

1 예
2 아니오
8 DK/Refusal

16
17
18

61-1
61-2
61-3

CNSLTFAM
ECONFAM
OTHFAM

친지의 지원1: 개인적 문제나 고민을 들어주기
친지의 지원2: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친지의 지원3: 기타 도움을 주기

1 매우 자주 해주었다
2 자주 해주었다
3 가끔 해주었다
4 별로 해주지 않았다
5 전혀 해주지 않았다
8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9 내게는 친지가 없다
0 DK/Refusal

19
20
21

62-1
62-2
62-3

CNSLTOTH
ECONOTH
OTHHLP

친지 이외 사람들의 지원1: 개인적 문제나 고민을 들어주기
친지 이외 사람들의 지원2: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친지 이외 사람들의 지원3: 기타 도움을 주기

1 매우 자주 해주었다
2 자주 해주었다
3 가끔 해주었다
4 별로 해주지 않았다
5 전혀 해주지 않았다
8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9 내게는 친지 이외 사람이 없다
0 DK/Refusal

22
23
24

63-1
63-2
63-3

CNSLTEXP
ECONEXP
OTHEXP

전문직업인의 지원1: 개인적 문제나 고민을 들어주기
전문직업인의 지원2: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전문직업인의 지원3: 기타 도움을 주기

1 매우 자주 해주었다
2 자주 해주었다
3 가끔 해주었다
4 별로 해주지 않았다
5 전혀 해주지 않았다
8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9 내게는 전문직업인이 없다
0 DK/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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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7

25 64 CANTRUST 사람들에 대한 신뢰

1 항상 신뢰할 수 있다
2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3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4 항상 조심해야 한다
8 선택할 수 없음

26
27
28

65-1
65-2
65-3

AIRPOL
WATERPOL
NOISE

동네 환경문제의 심각성1: 대기오염

동네 환경문제의 심각성2: 수질오염

동네 환경문제의 심각성3: 소음공해

1 매우 심각하다
2 다소 심각하다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4 전혀 심각하지 않다
8 DK/Refusal

29
30
31
32
33
34

66-1
66-2
66-3
66-4
66-5
66-6

GOOD2WLK
FRESHVEG
FACLITY
SAFE
CARES
WILNGHLP

R_동네1: 조깅이나 걷기 같은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다
R_동네2: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많다
R_동네3: 공공시설이 충분히 있다
R_동네4: 안전하다
R_동네5: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보인다
R_동네6: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려고 한다

1 매우 동의
2 약간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 약간 반대
5 매우 반대
8 DK/Refusal

35 67 VACCIN (지난 1년) 인플루엔자 예방 주사를 맞았는지의 여부
1 그렇다, 맞은 적이 있다
2 아니다, 맞은 적이 없다
8 DK/Refusal

36 68 WRRYINFLU (지난 2009년)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걱정

1 매우 걱정했다
2 약간 걱정했다
3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4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8 DK/Refusal

37 69 NEEDCARE 가족들 가운데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1 있다
2 없다
8 DK/Refusal

38 69-1 RESPCARE (있을 경우) R이 주로 보살피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8 DK/Refual
9 Not Applicable

39
40
41
42
43

70-1
70-2
70-3
70-4
70-5

WORRY1
WORRY2
WORRY3
WORRY4
WORRY5

늙어감에 따라, 혼자 힘으로 거동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늙어감에 따라, 나에 대한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까봐 걱정한다

늙어감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할까봐 걱정한다

더 늙으면 나의 성인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할까봐 걱정한다

더 늙으면 나의 성인 자녀와 함게 살 수 없을까봐 걱정한다

1 매우 동의
2 다소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 다소 반대
5 매우 반대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44
45
46
47

71-1
71-2
71-3
71-4

TELLDRNK
TELLSMOK
TELLGMBL
TELLGAME

과도한 행동1: 술 마시기
과도한 행동2: 담배 피우기
과도한 행동3: 도박
과도한 행동4: 비디오나 인터넷 게임

1 예
2 아니오
8 DK/Refusal

48
49
50
51

72-1
72-2
72-3
72-4

FAMDRNK
FAMSMOK
FAMGMBL
FAMGAME

(동거자 중) 과도한 행동1: 술 마시기
(동거자 중) 과도한 행동2: 담배 피우기
(동거자 중) 과도한 행동3: 도박
(동거자 중) 과도한 행동4: 비디오나 인터넷 게임

1 예
2 아니오
8 DK/Refusal
9 함게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

52 73 HAPPINSS 전반적인 행복감
1 매우 행복
5 매우 불행
8 DK/Refusal

53 74 CHNGWGHT 현재 몸무게를 줄이고/늘리고 싶은지의 여부

1 많이 줄이고 싶다
2 약간 줄이고 싶다
3 지금 그대로를 유지하고 싶다
4 약간 늘리고 싶다
5 많이 늘리고 싶다
8 DK/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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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4 75 BDYSHAPE R_체형에 대한 생각

1 매우 뚱뚱한 편이다
2 약간 뚱뚱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약간 마른 편이다
5 매우 마른 편이다
8 DK/Refusal

55 76 PAINFUL
(지난 1년)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 부위가 있었는지의 
여부

1 예
2 아니오
8 DK/Refusal

56 76-1 HANDPAIN (손/손목/손가락) 통증이 있었는지의 여부
1 있음
2 없음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57 76-1-1 HANDSPOT (손/손목/손가락) 통증 부위
1 왼쪽
2 오른쪽
3 양쪽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58 76-1-2 HANDDUR (손/손목/손가락) 통증 지속 기간

1 1일 미만
2 1일-1주일 미만
3 1주일-1달 미만
4 1달-6개월 미만

5 6개월 이상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59 76-1-3 HANDACHE (손/손목/손가락) 아픈 정도
1 약한 통증
2 중간 통증
3 심한 통증

4 매우 심한 통증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60 76-1-4 HANDFREQ (손/손목/손가락) 지난 1년간 경험 횟수

1 6개월에 1번
2 2-3달에 1번
3 1달에 1번
4 1주일에 1번

5 매일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61 76-1-5 HANDSMPT
(손/손목/손가락) 지난 1주일에도 증상이 있었는지의 
여부

1 아니오
2 예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62-63 76-1-6 HANDHOSP (손/손목/손가락) 지난 1년간 통증으로 인해 있었던 일

1 병원 혹은 한의원 
치료

2 약국치료
3 병가, 산재
4 작업 전환
5 아무 것도 안함

6 자가-기구사용
7 자가-찜질/맛사지

/운동
77 기타
88 DK/Refusal
99 Not Applicable

64 76-2 ARMPAIN (팔/팔꿈치) 통증이 있었는지의 여부 위 76-1번과 동일

65 76-2-1 ARMSPOT (팔/팔꿈치) 통증 부위 위 76-1-1번과 동일

66 76-2-2 ARMDUR (팔/팔꿈치) 통증 지속 기간 위 76-1-2번과 동일

67 76-2-3 ARMACHE (팔/팔꿈치) 아픈 정도 위 76-1-3번과 동일

68 76-2-4 ARMFREQ (팔/팔꿈치) 지난 1년간 경험 횟수 위 76-1-4번과 동일

69 76-2-5 ARMSMPT (팔/팔꿈치) 지난 1주일에도 증상이 있었는지의 여부 위 76-1-5번과 동일

70 76-2-6 ARMHOSP (팔/팔꿈치) 지난 1년간 통증으로 인해 있었던 일 위 76-1-6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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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1 76-3 SHLDPAIN (어깨) 통증이 있었는지의 여부 위 76-1번과 동일

72 76-3-1 SHLDSPOT (어깨) 통증 부위 위 76-1-1번과 동일

73 76-3-2 SHLDDUR (어깨) 통증 지속 기간 위 76-1-2번과 동일

74 76-3-3 SHLDACHE (어깨) 아픈 정도 위 76-1-3번과 동일

75 76-3-4 SHLDFREQ (어깨) 지난 1년간 경험 횟수 위 76-1-4번과 동일

76 76-3-5 SHLDSMPT (어깨) 지난 1주일에도 증상이 있었는지의 여부 위 76-1-5번과 동일

77 76-3-6 SHLDHOSP (어깨) 지난 1년간 통증으로 인해 있었던 일 위 76-1-6번과 동일

8

1 76-4 NECKPAIN (목) 통증이 있었는지의 여부 위 76-1번과 동일

- - - - -

2 76-4-2 NECKDUR (목) 통증 지속 기간 위 76-1-2번과 동일

3 76-4-3 NECKACHE (목) 아픈 정도 위 76-1-3번과 동일

4 76-4-4 NECKFREQ (목) 지난 1년간 경험 횟수 위 76-1-4번과 동일

5 76-4-5 NECKSMPT (목) 지난 1주일에도 증상이 있었는지의 여부 위 76-1-5번과 동일

6-7 76-4-6 NECKHOSP (목) 지난 1년간 통증으로 인해 있었던 일 위 76-1-6번과 동일

8 76-5 WSTPAIN (허리) 통증이 있었는지의 여부 위 76-1번과 동일

- - - - -

9 76-5-2 WSTDUR (허리) 통증 지속 기간 위 76-1-2번과 동일

10 76-5-3 WSTACHE (허리) 아픈 정도 위 76-1-3번과 동일

11 76-5-4 WSTFREQ (허리) 지난 1년간 경험 횟수 위 76-1-4번과 동일

12 76-5-5 WSTSMPT (허리) 지난 1주일에도 증상이 있었는지의 여부 위 76-1-5번과 동일

13 76-5-6 WSTHOSP (허리) 지난 1년간 통증으로 인해 있었던 일 위 76-1-6번과 동일

14 76-6 KNEEPAIN (무릎) 통증이 있었는지의 여부 위 76-1번과 동일

15 76-6-1 KNEESPOT (무릎) 통증 부위 위 76-1-1번과 동일

16 76-6-2 KNEEDUR (무릎) 통증 지속 기간 위 76-1-2번과 동일

17 76-6-3 KNEEACHE (무릎) 아픈 정도 위 76-1-3번과 동일

18 76-6-4 KNEEFREQ (무릎) 지난 1년간 경험 횟수 위 76-1-4번과 동일

19 76-6-5 KNEESMPT (무릎) 지난 1주일에도 증상이 있었는지의 여부 위 76-1-5번과 동일

20 76-6-6 KNEEHOSP (무릎) 지난 1년간 통증으로 인해 있었던 일 위 76-1-6번과 동일

21 77 AVGHWKTM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1 10분 미만
2 10분 이상 - 1시간 미만
3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4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5 3시간 이상
8 DK/Refusal

22
23
24
25
26

78-1
78-2
78-3
78-4
78-5

DIGRHEUM
DIGDIABT
DIGLUPUS
DIGGOUT
DIGALCHL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경험1: 류머티스 관절염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경험2: 당뇨병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경험3: 루푸스병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경험4: 통풍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경험5: 알코올 중독

1 있다
2 없다
8 DK/Refusal

27 78-1-1 CURRCOND  (경험이 있다면) 현재 상태

1 완치
2 치료 중
3 완치는 아니지만 

아무 치료도 안하고
있음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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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8
29
30
31
32
33

79-1
79-2
79-3
79-4
79-5
79-6

EXPHAND
EXPARM
EXPSHLD
EXPNECK
EXPWST
EXPKNEE

과거에 다친 경험1: 손/손가락/손목
과거에 다친 경험2: 팔/팔꿈치
과거에 다친 경험3: 어깨
과거에 다친 경험4: 목
과거에 다친 경험5: 허리
과거에 다친 경험6: 무릎

1 있다
2 없다
8 DK/Refusal

34 80 PHYBURDN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

1 전혀 힘들지 않다
2 별로 힘들지 않다
3 약간 힘들다
4 매우 힘들다
8 DK/Refusal
9 Not Applicable

35
36

37

81-1
81-2

81-3

KEYBOARD
RPTEDACT

SITHEELS

(지난 1년) 4시간 이상 키보드 또는 마우스 조작
(지난 1년)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 사용하여 
같은 동작
(지난 1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

1 주 5일 이상
2 주 2-4일
3 주 1일
4 한 달에 1-2일
5 1년에 하루도 하지 않음
8 DK/Refusal

환 경

38-39
40-41

82-1
82-2

TOPPROB1
TOPPROB2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1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2

1 의료보호
2 교육
3 범죄
4 환경
5 외국인 국내 이주
6 경제
7 테러
8 빈곤
9 정치

10 취업
11 국가존립
12 청백리사상
13 국방
14 신앙
15 반공정신
77 기타
88 DK/Refusal

42
43

83-1
83-2

PRIVENT
GOVEQINC

사기업이 한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1 매우 동의
2 약간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 약간 반대
5 매우 반대
8 선택할 수 없음

44
45

84-1
84-2

POSTMAT1
POSTMAT2

한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1
한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2

1 국가의 질서유지
2 정부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더 많은

발언권 부여
3 물가 상승 억제
4 언론 자유의 자유
8 DK/Refusal

46 85 TRUST5 사람들에 대한 신뢰2
1 항상 조심해야 한다
5 항상 신뢰할 수 있다
8 선택할 수 없음

47 86 FAIR5 일반인들이 응답자를 대하는 태도2
1 항상 이용하려 한다
5 항상 공정하게 대하려고 한다
8 선택할 수 없음

48
49

87-1
87-2

GOVDOOK
POLGREED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1 매우 동의
2 약간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 약간 반대
5 매우 반대
8 선택할 수 없음



- 19 -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8

50 88 GRNCON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걱정
1 전혀 걱정을 안 한다
5 매우 걱정을 한다
8 선택할 수 없음

51-52
53-54

89-1
89-2

ENTRBUS
ENPRBFAM

환경1: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환경2: 응답자와 가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문제

1 대기오염
2 화학물질과 농약
3 물 부족
4 수질오염
5 핵 폐기물
6 생활쓰레기 처리
7 기후변화

8 유전자 변형 식품
9 자연자원 고갈
10 소음공해
11 난개발
77 기타
88 DK/Refusal

55 90 KNWCAUSE 환경문제들의 원인에 대한 지식
1 전혀 모른다
5 매우 잘 안다
8 선택할 수 없음

56 91 KNOWSOL 환경문제들의 해결 방법에 대한 지식
1 전혀 모른다
5 매우 잘 안다
8 선택할 수 없음

57

58

59

92-1

92-2

92-3

SCIFAITH

HARMGOOD

SCIGRN

사람들은 과학을 지나치게 신뢰하지만 감정이나 종교는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대 과학은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더 많다
현대과학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바꾸지 않고서도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1 매우 동의
2 약간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 약간 반대
5 매우 반대
8 선택할 수 없음

60

61
62

93-1

93-2
93-3

GRNECON

HARMSGRN
GRNPROG

사람들은 미래의 환경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반면 요즘 물가나 일자리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현대생활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환경에 해롭다

사람들은 환경을 해롭게 하는 인류의 발전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걱정한다

1 매우 동의
2 약간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 약간 반대
5 매우 반대
8 선택할 수 없음

63
64
65

94-1
94-2
94-3

GRWTHELP
GRWTHARM
POPGRWTH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은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은 언제나 환경에 해를 준다
지구는 현대 속도의 인구증가를 지탱할 수 없다

1 매우 동의
2 약간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 약간 반대
5 매우 반대
8 선택할 수 없음

66 95 GRNPRICE 환경보호를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

1 매우 의향이 있다
2 약간 의향이 있다
3 의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
4 별로 의향이 없다
5 전혀 의향이 없다
8 선택할 수 없음

67 96 GRNTAXES 환경보호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

1 매우 의향이 있다
2 약간 의향이 있다
3 의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
4 별로 의향이 없다
5 전혀 의향이 없다
8 선택할 수 없음

68 97 GRNSOL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

1 매우 의향이 있다
2 약간 의향이 있다
3 의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
4 별로 의향이 없다
5 전혀 의향이 없다
8 선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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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9

1

2

3
4

5

6

7

98-1

98-2

98-3
98-4

98-5

98-6

98-7

TOODIFME

IHLPGRN

IMPGRN
OTHSSAME

GRNEXAGG

HELPHARM

GRNEFFME

나 같은 사람이 환경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나는 돈이나 시간이 더 들더라도 환경을 위해 좋은 것
이면 한다
삶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나만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환경문제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많은 주장은 과장되어 
있다
내가 사는 방식이 환경에 이로운지 혹은 해로운지를 
잘 모르겠다
환경문제는 나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1 매우 의향이 있다
2 약간 의향이 있다
3 의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
4 별로 의향이 없다
5 전혀 의향이 없다
8 선택할 수 없음

8
9
10
11
12
13
14

99-1
99-2
99-3
99-4
99-5
99-6
99-7

CARSGEN
INDUSGEN
CHEMGEN
WATERGEN
TEMPGEN
GENEGEN
NUKEGEN

환경에 대한 위협1: 자동차에 의해 생기는 대기오염
환경에 대한 위협2: 산업에 의해 생기는 대기오염
환경에 대한 위협3: 농약이나 화학물질
환경에 대한 위협4: 한국의 강, 호수, 개울에 생기는 오염
환경에 대한 위협5: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의 상승
환경에 대한 위협6: 농산물의 유전자 변형
환경에 대한 위협7: 원자력 발전소

1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2 매우 위험하다
3 대체로 위험하다
4 별로 위험하지 않다
5 전혀 위험하지 않다
8 선택할 수 없음

15 100 PUBDECID 환경보호: 정부/국민의 역할

1 국민이 하는 일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정부는 국민이 어떻게
환경을 보호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2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는 국민이 환경을 보호
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8 선택할 수 없음

16 101 BUSDECI 환경보호: 정부/기업의 역할

1 기업이 하는 일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정부는 기업이 어떻게
환경을 보호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2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는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8 선택할 수 없음

17 102 KRDOENUF 한국이 세계의 환경보호를 위해 하는 노력

1 상당히 많이 한다
2 적절한 정도로 한다
3 너무 적게 한다
8 선택할 수 없음

18 103 BUSGRN
한국에서 기업과 산업이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

1 환경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

2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에 보상하도록
조세제도의 시행

3 환경보호의 이점에 대해 기업에 더 많은
정보와 교육을 제공

8 선택할 수 없음

19 104 PEOPGRN
한국에서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

1 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

2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도록
조세제도의 시행

3 환경보호의 이점에 대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교육을 제공

8 선택할 수 없음

20 105 ENERGY
한국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

1 석탄, 석유, 천연가스
2 원자력
3 태양력, 풍력, 수력
4 곡물로 만든 연료
7 기타
8 선택할 수 없음

21

22

23

106-1

106-2

106-3

GRNINTL

LDCGRN

ECONGRN

환경 문제를 위해,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지켜야 하는 
국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가난한 나라는 부유한 나라에 비해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덜 해도 좋다
환경을 더 잘 돌보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 발전은 지연될 
것이다

1 매우 동의
2 약간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 약간 반대
5 매우 반대
8 선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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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9

24

25

26

27

28

29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RECYCLE

CHEMFREE

DRIVLESS

REDCEHME

H2OLESS

NOBUYGRN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1: 유리, 깡통, 플라스틱, 신문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 배출하는 특별한 노력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2: 농약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기른 과일이나 채소를 구입하는 특별한 노력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3: 환경적인 이유로 자동차 운전을 

자제하는 것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4: 환경적인 이유로 가정용 에너지나 

연료를 절약하는 것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5: 환경적인 이유로 물을 아끼거나 

재사용하는 것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6: 환경적인 이유로 특정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

1 항상 한다

2 자주 한다

3 가끔 한다

4 전혀 안한다

8 선택할 수 없음

30 108 GRNGROUP 환경 보전이나 보호가 주된 목적인 단체에 가입 여부

1 예

2 아니오

8 DK/Refusal

31
32
33

109-1

109-2

109-3

GRNSIGN
GRNMONEY
GRNDEMO

지난 5년간 환경문제에 대한 청원서에 서명한 경험

지난 5년간 환경단체에 기부한 경험

지난 5년간 환경문제에 대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경험

1 있다

2 없다

8 DK/Refusal

34
35

110-1

110-1
ATMOSHOL
COALCAUZ

기후변화는 지구의 대기권에 구멍이 뚫려서 발생한다

석탄,석유,혹은 가스를 사용할 때마다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1 확실히 사실이다

2 아마도 사실이다

3 아마도 사실이 아니다

4 확실히 사실이 아니다

8 선택할 수 없음

이민과 국제이주

36

37

38

111-1

111-2

111-3

KIDSHERE

KIDSAWAY

DOUBLNAT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한

국국적을 가졌다면 한국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나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도 좋다

1 매우 찬성

2 다소 찬성

3 찬성도 반대도 아님

4 다소 반대

5 매우 반대

8 선택할 수 없음

39

40

41

42

43

44

45

46

47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KRBORNIN

KRCIT

KRLIVED

KRKOREAN

KRTRADTN

KRGOVT

KRFEEL

KRANCSTR

KRFLUENC

한국인 자격요건1: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인 자격요건2: 한국 국적을 갖는 것

한국인 자격요건3: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인 자격요건4: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인 자격요건9: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한국인 자격요건6: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인 자격요건7: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인 자격요건8: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한국인 자격요건10: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1 매우 중요

2 다소 중요

3 별로 중요하지 않음

4 전혀 중요하지 않음

8 선택할 수 없음

48 113 CULRELAT 다문화주의에 대한 의견

1 소수집단의 고유한 전통과 풍습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에 더 좋다

2 소수집단이 전체사회에 적응하고 섞이는

것이 국가에 더 좋다

8 선택할 수 없음

49

50

51

52

53

54

55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FORNBRID

FRNWRKR

FRNEXPRT

NKREFUGE

KRCHN

FRNSTDNT

FRNBUZNS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의 증가에 대한 의견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의견

전문기술직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의견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한 의견

중국동포의 증가에 대한 의견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대한 의견

외국인 사업가 및 투자자의 증가에 대한 의견

1 매우 증가하기를 바람

2 다소 증가하기를 바람

3 변화 없기를 바람

4 다소 감소하기를 바람

5 매우 감소하기를 바람

8 DK/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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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9

56

57

58

59

60

61

62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FPOLICY1

FPOLICY2

FPOLICY3

FPOLICY4

FPOLICY5

FPOLICY6

FPOLICY7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1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2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3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4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5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6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7

1 매우 찬성

2 다소 찬성

3 찬성도 반대도 아님

4 다소 반대

5 매우 반대

8 선택할 수 없음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6-10

116-11

IMMECON

IMMJOBS

IMMGFILL

IMMHRMPR

IMMIDEAS

IMMLWPRDI

MMSHARE

IMMCNFLT

MORECFLT

MOREPOP

IMMTXINC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이민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워준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피해를 준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져옴으로써 

한국사회를 좋게 만든다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고유문화와 전통에 대

한 자긍심이 낮아질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전통과 풍습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사회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도 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에 

갈등을 증가시킬 것이다

한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

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그들의 복지를 위해 우리가 부담

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1 매우 찬성

2 다소 찬성

3 찬성도 반대도 아님

4 다소 반대

5 매우 반대

8 선택할 수 없음

10

1 117-1-1 VISITNK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의견

1 찬성

2 반대

8 DK/Refusal

2 117-1-2 CITZNNK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

1 찬성

2 반대

8 DK/Refusal

3 117-1-3 COLLGNK 북한 이탈주민이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재는 것

1 찬성

2 반대

8 DK/Refusal

4 117-1-4 NEIGHNK 북한 이탈주민이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1 찬성

2 반대

8 DK/Refusal

5 117-1-5 FRNDNK 북한 이탈주민과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1 찬성

2 반대

8 DK/Refusal

6 117-1-6 SONLWNK 북한 이탈주민이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1 찬성

2 반대

8 DK/Refusal

7 117-1-7 SPOUZNK 북한 이탈주민이 나의 배우자가되는 것

1 찬성

2 반대

8 DK/Refusal

8 117-2-1 VISITKCN 중국동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의견 117-1-1번과 동일

9 117-2-2 CITZNKCN 중국동포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 117-1-2번과 동일

10 117-2-3 COLLGKCN 중국동포가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재는 것 117-1-3번과 동일

11 117-2-4 NEIGHKCN 중국동포가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117-1-4번과 동일

12 117-2-5 FRNDKCN 중국동포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117-1-5번과 동일

13 117-2-6 SONLWKCN 중국동포가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117-1-6번과 동일

14 117-2-7 SPOUZKCN 중국동포가 나의 배우자가되는 것 117-1-7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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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10

15 117-3-1 VISITCN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의견 117-1-1번과 동일

16 117-3-2 CITZNCN 중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 117-1-2번과 동일

17 117-3-3 COLLGCN 중국인과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재는 것 117-1-3번과 동일

18 117-3-4 NEIGHCN 중국인이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117-1-4번과 동일

19 117-3-5 FRNDCN 중국인과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117-1-5번과 동일

20 117-3-6 SONLWCN 중국인이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117-1-6번과 동일

21 117-3-7 SPOUZCN 중국인이 나의 배우자가되는 것 117-1-7번과 동일

22 117-4-1 VISITJPN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의견 117-1-1번과 동일

23 117-4-2 CITZNJPN 일본인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 117-1-2번과 동일

24 117-4-3 COLLGJPN 일본인이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재는 것 117-1-3번과 동일

25 117-4-4 NEIGHJPN 일본인이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117-1-4번과 동일

26 117-4-5 FRNDJPN 일본인과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117-1-5번과 동일

27 117-4-6 SONLWJPN 일본인이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117-1-6번과 동일

28 117-4-7 SPOUZJPN 일본인이 나의 배우자가되는 것 117-1-7번과 동일

29 117-5-1 VISITEA 동남아시아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의견 117-1-1번과 동일

30 117-5-2 CITZNEA 동남아시아인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 117-1-2번과 동일

31 117-5-3 COLLGEA 동남아시아인이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재는 것 117-1-3번과 동일

32 117-5-4 NEIGHEA 동남아시아인이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117-1-4번과 동일

33 117-5-5 FRNDEA 동남아시아인과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117-1-5번과 동일

34 117-5-6 SONLWEA 동남아시아인이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117-1-6번과 동일

35 117-5-7 SPOUZEA 동남아시아인이 나의 배우자가되는 것 117-1-7번과 동일

36 117-6-1 VISITAM 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의견 117-1-1번과 동일

37 117-6-2 CITZNAM 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 117-1-2번과 동일

38 117-6-3 COLLGAM 미국인이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재는 것 117-1-3번과 동일

39 117-6-4 NEIGHAM 미국인이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117-1-4번과 동일

40 117-6-5 FRNDAM 미국인과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117-1-5번과 동일

41 117-6-6 SONLWAM 미국인이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117-1-6번과 동일

42 117-6-7 SPOUZAM 미국인이 나의 배우자가되는 것 117-1-7번과 동일

43 117-7-1 VISITEU 유럽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의견 117-1-1번과 동일

44 117-7-2 CITZNEU 유럽인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 117-1-2번과 동일

45 117-7-3 COLLGEU 유럽인이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재는 것 117-1-3번과 동일

46 117-7-4 NEIGHEU 유럽인이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117-1-4번과 동일

47 117-7-5 FRNDEU 유럽인과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117-1-5번과 동일

48 117-7-6 SONLWEU 유럽인이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117-1-6번과 동일

49 117-7-7 SPOUZEU 유럽인이 나의 배우자가되는 것 117-1-7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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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1) 조사구 번호

번호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지역

1 서울시 대치1동 110 경기도 고강본동 203 강원도 단계동 514 부산시 반여제1동

2 서울시 대치2동 111 경기도 성곡동 204 강원도 단구동 531 울산시 삼산동

3 서울시 청담동 112 경기도 상3동 205 강원도 태장2동 532 울산시 남목2동

4 서울시 길동 113 경기도 중3동 206 강원도 퇴계동 533 울산시 농소3동

5 서울시 성내제2동 114 경기도 분당동 251 충남 신관동 534 울산시 다운동

6 서울시 천호제1동 115 경기도 야탑3동 252 충남 온양3동 551 경북 동부동

7 서울시 천호제2동 116 경기도 정자1동 253 충남 예산읍 552 경북 진량읍

8 서울시 등촌제3동 117 경기도 금광2동 254 충남 신방동 553 경북 황성동

9 서울시 염창동 118 경기도 은행2동 255 충남 청룡동 554 경북 고아읍

10 서울시 화곡본동 119 경기도 금호동 256 충남 부성동 555 경북 도량동

11 서울시 화곡제1동 120 경기도 평동 257 충남 태안읍 556 경북 양포동

12 서울시 서림동 121 경기도 영통1동 258 충남 홍성읍 557 경북 인동동

13 서울시 성현동 122 경기도 율천동 281 대전시 둔산2동 558 경북 진미동

14 서울시 개봉제2동 123 경기도 정자3동 282 대전시 복수동 559 경북 오천읍

15 서울시 구로제2동 124 경기도 조원1동 283 대전시 구즉동 560 경북 용흥동

16 서울시 구로제3동 125 경기도 인계동 284 대전시 노은1동 561 경북 장량동

17 서울시 시흥제1동 126 경기도 대야동 285 대전시 신성동 581 대구시 감삼동

18 서울시 공릉2동 127 경기도 정왕2동 286 대전시 석교동 582 대구시 상인2동

19 서울시 상계3.4동 128 경기도 와동 301 충북 진천읍 583 대구시 용산1동

20 서울시 상계6.7동 129 경기도 본오1동 302 충북 오창읍 584 대구시 논공읍

21 서울시 중계2.3동 130 경기도 사1동 303 충북 율량.사천동 585 대구시 화원읍

22 서울시 중계본동 131 경기도 사2동 304 충북 가경동 586 대구시 안심1동

23 서울시 하계1동 132 경기도 공도읍 305 충북 복대1동 587 대구시 안심3.4동

24 서울시 도봉제2동 133 경기도 양주2동 306 충북 분평동 588 대구시 관음동

25 서울시 방학제2동 134 경기도 신장동 401 경남 장평동 589 대구시 동천동

26 서울시 창제5동 135 경기도 동백동 402 경남 고성읍 590 대구시 고산2동

27 서울시 답십리2동 136 경기도 마북동 403 경남 북부동 601 전남 광양읍

28 서울시 용신동 137 경기도 상갈동 404 경남 삼안동 602 전남 신흥동

29 서울시 장안제1동 138 경기도 신갈동 405 경남 장유면 603 전남 옥암동

30 서울시 장안제2동 139 경기도 유림동 406 경남 진영읍 604 전남 덕연동

31 서울시 연희동 140 경기도 자금동 407 경남 중앙동 605 전남 왕조1동

32 서울시 서초4동 141 경기도 교하읍 408 경남 명곡동 606 전남 시전동

33 서울시 잠실2동 142 경기도 금촌2동 409 경남 반송동 607 전남 쌍봉동

34 서울시 잠실본동 143 경기도 문산읍 410 경남 봉림동 608 전남 화순읍

35 서울시 장지동 144 경기도 서정동 411 경남 용지동 631 광주시 운남동

36 서울시 신정6동 145 경기도 봉담읍 412 경남 의창동 632 광주시 첨단1동

37 서울시 녹번동 146 경기도 진안동 413 경남 팔룡동 633 광주시 동림동

38 서울시 불광제2동 151 인천시 계양2동 501 부산시 온천제3동 634 광주시 용봉동

39 서울시 역촌동 152 인천시 작전1동 502 부산시 개금제3동 635 광주시 상무2동

40 서울시 면목제7동 153 인천시 작전서운동 503 부산시 초읍동 636 광주시 치평동

41 서울시 중화제2동 154 인천시 용현5동 504 부산시 금곡동 651 전북 나운2동

101 경기도 행신3동 155 인천시 간석4동 505 부산시 화명제1동 652 전북 나운3동

102 경기도 중산동 156 인천시 구월2동 506 부산시 화명제3동 653 전북 부안읍

103 경기도 광남동 157 인천시 논현동 507 부산시 주례제2동 654 전북 삼성동

104 경기도 오포읍 158 인천시 부개3동 508 부산시 학장동 655 전북 어양동

105 경기도 초월읍 159 인천시 산곡2동 509 부산시 감천제1동 656 전북 송천1동

106 경기도 동구동 160 인천시 검단1동 510 부산시 다대제1동 657 전북 평화2동

107 경기도 군포2동 161 인천시 검암경서동 511 부산시 당리동 658 전북 효자4동

108 경기도 김포1동 201 강원도 성덕동 512 부산시 연산제9동 681 제주도 이도2동

109 경기도 김포2동 202 강원도 노학동 513 부산시 동삼제1동 682 제주도 일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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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소득없음 (06) 250 ～ 299만원 (12) 550 ～ 599만원 (18) 850 ～ 899만원
(01) 50만원 미만 (07) 300 ～349만원 (13) 600 ～ 649만원 (19) 900 ～ 949만원
(02) 50 ～ 99만원 (08) 350 ～ 399만원 (14) 650 ～ 699만원 (20) 950 ～ 999만원
(03) 100 ～ 149만원 (09) 400 ～ 449만원 (15) 700 ～ 749만원 (21) 1,000 만원 이상(얼마:           ) 
(04) 150 ～ 199만원 (10) 450 ～ 499만원 (16) 750 ～ 799만원
(05) 200 ～ 249만원 (11) 500 ～ 549만원 (17) 800 ～ 849만원

부록2) 소득분류표

부록3) 산업/직업분류표

≪ 산 업 분 류 표 ≫ 

※ 해당변수: OCC, SPOCC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농업 및 임업                              001 농업                                       002   임업
어업 005 어업
제조업 015 음, 식료품 제조업 0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016 담배 제조업 0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17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목 제외 0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0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26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0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27 제 1차 금속산업 0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20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가구제

외
028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

구제외
0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37 재생용 가공 원료 제조업
0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0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041 수도사업
건설업 045 종합건설업 046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0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 연료 소매업 0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05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 0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0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62 항공운수업 063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61 수상운송업

통신업 064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065 금융업 066 보험 및 연금업 0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070 부동산업 0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0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

업
0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75 사업지원 서비스업

073 연구 및 개발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080 교육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사업 085 보건업 086 사회복지 사업
오락, 문화, 운동 관련 서비스업 087 영화, 방송 및 공연 산업 0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090
091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청소년 
관련 서비스업
회원단체

092 수리업 093 기타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095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098 국제 및 외국기관



- 3 -

≪ 산 업 분 류 표 ≫ 산업 2008
※ 해당 변수: INDUS08, SPIND08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농업,  임업 및 어업 001 농업 002 임업 003 어업
광업 0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06  금속 광업 0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010 식료품 제조업 0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27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011 음료 제조업 0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028 전기장비 제조업
012 담배 제조업 0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0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14 의복, 의복악세사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24 제 1차 금속제조업 0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16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0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032 가구 제조업

0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33 기타 제품제조업
0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36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0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041 종합건설업 042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0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0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0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운수업 0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50 수상운송업 051  항공 운송업

0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055 숙박업 056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58 출판업 059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060 방송업
061 통신업 0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063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064 금융업 065 보험 및 연금업 0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068 부동산업 0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70 연구개발업 071 전문서비스업 0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075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085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86 보건업 0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94 협회 및 단체 095 수리업 0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97 가구내 고용활동 0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

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099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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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업 분 류 표 ≫ isco 88
※ 해당 변수: OCC, SPOCC

코드 직업명 코드 직업명 코드 직업명 코드 직업명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1 입법, 고위정부공무원 12 법인관리자 1228 경비, 위생 및 관련 서비스업 생산부서 관리자 13 종합관리자
111 입법공무원 121 기관장 및 최고경영자 1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부서 관리자 131 종합관리자
1110 입법공무원 1210 기관장 및 최고경영자 123 기타 부서 관리자 1311 농림어업 종합관리자

112 고위정부공무원, 입법공무원 제외 122 생산부서 관리자 1231 재무 및 경영부서 관리자 1312 광공업 종합관리자
1121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1221 농림어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2 인사 및 노사관계부서 관리자 1313 건설업 종합관리자
1122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1222 광공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3 판매부서 관리자 1314 도․  소매업 종합관리자

113 전통적 촌장 1223 건설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4 광고 및 홍보부서 관리자 1315 음식점, 숙박업 종합관리자
1130 전통적 촌장 1224 도․  소매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5 구매부서 관리자 131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종합관리자

114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직원 1225 음식점, 숙박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6 전산업무부서 관리자 1317 사업서비스업 종합관리자
1141 정당 고위임직원 122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7 연구 및 개발부서 관리자 1318 경비, 위생 및 관련서비스업 종합관리자
1142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직원 1227 사업서비스업 생산부서 관리자 1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부서 관리자 1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관리자
1143 기타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직원

2. 전문가
21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2148 지도제도사 및 측량사 232 중․ 고등학교 교사 2422 판사
211 물리학자, 화학자 및 관련 전문가 2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가, 기술자 및 관련전문가 2321 중․ 고등학교 교사, 직업훈련 제외 2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법률 전문가
2111 물리학자 및 천문학자 22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2322 성인 및 직업훈련기관 교사 243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정보 전문가
2112 기상학자 221 생명과학 전문가 233 초등 및 학령전 교육교사 2431 기록 보관원 및 박물관 등 관리인
2113 화학자 2211 생물학자, 식물학자, 동물학자 및 관련 전문가 2331 초등교육 교사 2432 사서 및 관련 정보전문가
2114 지질학자 및 지구물리학자 2212 약학자, 병리학자 및 관련 전문가 2332 학령전 교육 교사 244 사회과학 및 관련 전문가

212 수학자, 통계학자 및 관련 전문가 2213 농경학자 및 관련 전문가 234 특수학교 교사 2441 경제학자
2121 수학자 및 관련 전문가 222 보건 전문가(간호제외) 2341 맹인학교 교사 2442 사회학자, 인류학자 및 관련 전문가
2122 통계학자 2221 의사 2342 농아학교 교사 2443 철학자, 역사학자 및 정치학자

213 컴퓨터 전문가 2222 치과의사 23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수학교 교사 2444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
2131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2223 수의사 23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전문가 2445 심리학자
2132 컴퓨터 프로그래머 2224 약사 2351 교육기법 전문가 2446 사회사업 전문가
2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전문가 2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건전문가, 간호 제외 2352 장학사 245 작가와 창작 및 공연예술가

214 건축가, 기술자 및 관련 전문가 223 간호 및 조산 전문가 23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전문가 2451 저술가, 기고가 및 기타 작가
2141 건축가, 도시 및 교통설계가 2230 간호전문가 24 기타 전문가 2452 조각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2142 토목기술자 2232 조산전문가 241 사업 전문가 2453 작곡가, 기악가 및 성악가
2143 전기기술자 23 교육전문가 2411 회계사 2454 안무가 및 무용가
2144 전자 및 통신기술자 231 대학 및 고등교육 교수 2412 인사 및 직업 전문가 2455 영화, 무대 및 관련 배우 및 감독
2145 기계기술자 2310 대학교수 24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전문가 246 종교전문가

3. 기술자 및 준전문가
31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자 314 선박 및 항공기 조종사 및 기술자 3227 준전문 수의사 3411 증권, 금융취급인 및 중개인
311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자 3141 선박 기술자 3228 준전문 약사 3412 보험 대리인
3111 화학 및 자연과학 기술자 3142 선박갑판사관 및 도선사 3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현대보건 준전문가, 간호 제외 3413 부동산 대리인
3112 토목공학 기술자 3143 항공기 조종사 및 관련 준전문가 323 간호, 조산 준전문가 3414 여행상담원 및 조직원
3113 전기공학 기술자 3144 항공 및 선박교통 관제사 3231 간호 준전문가 3415 기술 및 상업판매 대리인
3114 전자 및 전기통신공학 기술자 315 안전 및 품질 검사원 3232 조산 준전문가 3416 구매대리인
3115 기계공학 기술자 3151 건물 및 화재 감식원 324 전통의료 개업의 및 신앙 치료사 3417 평가사, 감정사 및 경매사
3116 화학공학 기술자 3152 산업안전, 보건 및 품질 검사원 3241 전통의료 개업의 34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융 및 판매 준전문가
3117 채광 및 금속공학 기술자 32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3242 신앙치료사 342 사업서비스 대리인 및 상품중개인
3118 도안사 321 생명과학 기술공 및 관련 준전문가 33 교육 준전문가 3421 상품중개인
3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자 3211 생명과학 기술자 331 초등교육 준교사 3422 통관대리인

312 컴퓨터 준전문가 3212 농경 및 임업 기술자 3310 초등교육 준교사 3423 고용대리인 및 노동계약인
3121 컴퓨터 보조원 3213 농업 및 영림자문가 332 학령전교육 준교사 3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서비스 대리인 및 상품중개인
3122 컴퓨터 조작원 322 현대보건 준전문가, 간호 제외 3320 학령전교육 준교사 343 관리 준전문가
3123 산업용 로보트 조종원 3221 의료 보조원 333 특수교육 준교사 3431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313 광학 및 전자장비 조작원 3222 위생사 3330 특수교육 준교사 3432 법률 및 관련 사업 준전문가
3131 사진사 및 녹화, 녹음장비 조작원 3223 식이요법가 및 영양사 334 기타 교육 준전문가 3433 부기원
3132 방송 및 전기통신장비 조작원 3224 검안사 및 안경사 3340 기타 교육 준전문가 3434 통계, 수학 및 관련 준전문가
3133 의료장비 조작원 3225 치과 보조원 34 기타 준전문가 34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리 준전문가
3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학 및 전자장비 조작원 3226 물리치료사 및 관련 준전문가 341 금융, 판매 준전문가



- 5 -

344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
전문가

34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

3460 사회사업 준전문가 3473 대중연예 및 관련 음악인, 가수 
및 무용수

3441 세관 및 국경 검사원 345 수사관 347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3474 어릿광대, 마술사, 곡예사 및 관
련 준전문가

3442 정부조세 공무원 3451 경찰수사관 3471 장식가 및 상업 디자이너 3475 운동가, 경기인 및 관련 준전문가
3443 정부사회보장 공무원 3452 사립탐정 3472 라디오, 텔레비젼 및 기타 아나운서 348 종교 준전문가
3444 정부허가 공무원 346 사회사업 준전문가 3480 종교 준전문가

4. 사무직원
41 일반 사무직원 4121 회계 및 부기 사무원 4142 우편 배달원 및 분류 사무원 4212 금전출납원 및 기타 계산대 사무원
411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4122 통계 및 금융 사무원 4143 심사, 교정 및 관련 사무원 4213 마권 영업자 및 도박 진행자

4111 속기타자수 및 타자원 413 재료기록 및 운송 사무원 4144 대필 및 관련 근로자 4214 전당업자 및 대금업자
4112 워드프로세서 및 관련 조작원 4131 자재사무원 419 기타 사무직원 4215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
4113 자료입력기 조작원 4132 생산 사무원 4190 기타 사무직원 422 고객안내 사무원
4114 계산기 조작원 4133 운송 사무원 42 고객봉사 사무직원 4221 여행사 사원 및 관련 사무원
4115 비서 414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 421 대금수납원, 금전출납원 및 관련 

사무원 4222 접대원 및 안내 사무원
412 계수사무원 4141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원 4211 대금수납원 및 매표 사무원 4223 전화교환사무원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51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513 개인보호 및 관련 근로자 514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대인서

비스 근로자 5169 달리분류되지않은 보안업무 근로자
511 여행접대요원 및 관련 근로자 5131 보모 515 점성가, 예언자 및 관련 근로자 52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5111 여행수행원 및 여객접대원 5132 시설 개인보호 근로자 5151 점성가 및 관련 근로자 521 패션 및 기타 모델
5112 여객 차장 5133 가정 개인간호 근로자 5152 예언가, 수상가 및 관련 근로자 5210 패션 및 기타 모델
5113 여행 안내요원 5139 달리분류되지않은 개인보호 및 관

련 근로자 516 보안업무 근로자 522 상점판매원 및 선전원
512 가사 및 음식 서비스 근로자 514 기타 대인서비스 근로자 5161 소방관 5220 상점판매원 및 선전원

5121 가사 및 관련 근로자 5141 이·미용사 및 관련 근로자 5162 경찰관 523 매점 및 시장판매원
5122 조리사 5142 말벗 및 시중원 5163 교도관 5230 매점 및 시장 판매원
5123 웨이터 및 바텐더 5143 장의사 및 시체방부사 5164 보도관

6.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61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612 출하용 동물생산자 및 관련 근로자 613 출하용 작물 및 동물 복합생산자 6152 내륙 및 연안어업 근로자
611 출하용 채소 및 작물재배자 6121 낙농 및 가축생산자 6130 출하용 작물 및 동물 복합생산자 6153 원양어업 근로자

6111 전답작물 및 채소재배자 6122 가금생산자 614 임업 및 관련 근로자 6154 수렵원
6112 과수작물 재배자 6123 양봉가 및 양잠가 6141 임업 근로자 및 벌목원 62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6113 정원사, 원예 및 육묘재배자 6124 복합동물 생산자 6142 숯 굽기원 및 관련 근로자 621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6114 복합작물 재배자 6129 달리분류되지않은 출하용 동물생

산자 및 관련 근로자 615 어업근로자 및 수렵원 6210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6151 수생동식물 양식근로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1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 714 도장원, 건물구조 청결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232 항공기 정비원 및 설비원 733 목재, 섬유, 가죽 및 관련재료의 
수공예 근로자

711 광원, 발파원, 석재 부설원 
및 조각원 7141 건물 도장원 및 관련 근로자 7233 농업용 또는 공업용 기계정비원 

및 설비원
7331 목재 및 관련재료의 수공예근로

자
7111 광원 및 채석 근로자 7142 차량 도장원 및 관련 도장원 724 전기, 전자장비 정비원 및 설비원 7332 섬유, 가죽 및 관련재료의 수공

예근로자
7112 점화원 및 발파원 7143 건물구조 청결원 7241 전기 정비원 및 설비원 734 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7113 석재 절할원, 재단원 및 조각원 72 금속,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7242 전자 설비원 7341 식자원 및 관련 근로자

712 건물골조 및 관련 기능근로
자

721 금속주형원, 용접원, 판금원, 구조
금속준비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243 전자정비원 및 수리원 7342 연판제조원 및 전기제판원

7121 전통적 재료의 대목수 7211 금속 주형원 및 모형 제조원 7244 전신, 전화설치원 및 수리원 7343 인쇄 조판원 및 식각원
7122 벽돌 조적원 및 석재 부설원 7212 용접원 및 용융절단원 7245 전기배선원, 수리원 및 케이블접

속원 7344 사진처리 및 관련 근로자
7123 콘크리트 타설원, 완성원 및 

관련 근로자 7213 판금 근로자 73 정밀,수공예,인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7345 제본원 및 관련 근로자

7124 목공 및 소목공 7214 구조금속 준비원 및 건립원 731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원 7346 실크인쇄, 목판 및 직물 인쇄원
7129 달리분류되지않은 건물골조 

및 관련 기능근로자 7215 삭구원 및 케이블 접속원 7311 정밀기구 제조원 및 수리원 7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13 건물 완성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216 수중 근로자 7312 악기 제조원 및 조율사 741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근로자

7131 지붕잇기원 722 대장원, 공구제조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7313 장신구 및 귀금속 근로자 7411 도살원, 생선가공원 및 관련 식

품가공원
7132 마루 설치원 및 타일 부착원 7221 대장원, 단조원 및 단조기근로자 732 도공, 유리가공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7412 제빵원, 파스트리 및 과자제조원
7133 미장원 7222 공구 제조원 및 관련 근로자 7321 연마휠 성형원, 도자원 및 관련 근로자 7413 낙농제품 제조원
7134 단열근로자 7223 기계공구 조정원 및 조정조작원 7322 유리가공원, 절단원, 연마원 및 완성원 7414 과실, 채소 및 관련 저장원
7135 유리원 7224 금속연마원, 광택원 및 공구연삭원 7323 유리조각원 및 식각원 7415 식품 및 음료시험원 및 선별원
7136 연관원 및 배관원 723 기계 정비원 및 설비원 7324 유리, 도기 및 관련 장식도장원 7416 담배가공원 및 담배제품 제조원
7137 건축 및 관련 전기원 7231 자동차 정비원 및 설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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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목재처리원, 가구제조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424 바구니세공, 솔제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433 의복, 모자제조 및 관련 기능종
사자 7437 장식가구 제조원 및 관련 근로자

7421 목재처리원 743 섬유, 의복 및 관련 기능근로자 7434 모피가공원 및 관련 근로자 744 펠트, 가죽 및 신발제조 기능종
사자

7422 가구제조원 및 관련 근로자 7431 섬유준비원 7435 직물, 가죽관련 옷본제조원 및 재단원 7441 원피가공원, 무두질원 및 양피원
7423 목재공작기 조정원 및 조정조작원 7432 직조원, 편직원 및 관련 근로자 7436 재봉원, 자수원 및 관련 근로자 7442 가죽신발제조 관련 기능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1 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원 8159 달리 분류되지않은 화학물 가공장

치 조작원
825 인쇄, 제본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원 8281 일반기계 조립원
811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원 816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운전원 8251 인쇄기 조작원 8282 전기장비 조립원

8111 채광장치 조작원 8161 발전장치 조작원 8252 제본용 기계 조작원 8283 전자장비 조립원
8112 광석 및 석재가공장치 조작원 8162 증기기관 및 보일러 조작원 8253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원 8284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

립원
8113 유정 천공원 및 관련 근로자 8163 소각로, 상하수 처리 및 관련장치 

조작원 826 섬유, 모피 및 가죽제품용 기계 
조작원 8285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812 금속 가공장치 조작원 81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보트 조작원 8261 섬유가공, 방사 및 권사기 조작원 8286 판지, 섬유 및 관련제품 조립원
8121 광석 및 금속 용광로 조작원 8171 자동조립라인 조작원 8262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원 829 기타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122 금속용해원, 주조원 및 압연

기 조작원 8172 산업용 로보트 조작원 8263 재봉기 조작원 8290 기타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123 금속가열처리장치 조작원  82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264 표백, 염색 및 세탁기 조작원 83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8124 금속인발원 및 압출원 821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원 8265 모피 및 가죽가공기 조작원 831 철도 기관사 및 관련 근로자

813 유리, 도기 및 관련장치 조작원 8211 기계공구 조작원 8266 신발제조 및 관련기계 조작원 8311 철도 기관사
8131 유리,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원
8212 시멘트 및 기타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원
8269 달리분류되지않은 섬유, 모피 및 

가죽제품용 기계조작원 8312 화물열차 차장, 신호원 및 구내원
8139 달리분류되지않은 유리,도기 

및 관련장치 조작원 822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원 827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원 832 자동차 운전원
814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원 8221 약 및 위생용품용 기계 조작원 8271 육류 및 어류가공기계 조작원 8321 모터싸이클 운전원

8141 목재가공장치 조작원 8222 탄약 및 폭약용 기계 조작원 8272 낙농용품 기계 조작원 8322 승용차, 택시 및 경화물차 운전원
8142 펄프제조장치 조작원 8223 금속완성, 도금 및 도포용 기계 조작원 8273 곡식 및 조미료 제분기 조작원 8323 버스 및 시가전차 운전원
8143 제지장치 조작원 8224 사진제품용 기계 조작원 8274 제빵, 곡식 및 초콜릿제품용 기

계 조작원 8324 중화물 트럭 운전원
815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용 기

계 조작원
8275 과실, 채소 및 견과가공용 기계 

조작원 833 농업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원
8151 화학물 분쇄, 마쇄 및 혼합

기 조작원 82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원 8276 설탕생산기계 조작원 8331 동력 농림업장치 운전원
8152 화학물 가열처리장치 조작원 8231 고무제품용 기계 조작원 8277 차, 커피 및 코코아가공용 기계

조작원 8332 흙 운반 및 관련장치 운전원
8153 화학물 여과 및 분리기 조

작원 8232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원 8278 양조, 주조 및 기타 음료용 기계 
조작원

8333 크레인, 기중기 및 관련장치 
운전원

8154 화학물 증류 및 반응기 조작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외 824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원 8279 담배생산기계 조작원 8334 적재용 차량 운전원

8155 석유 및 천연가스 정제장치 
조작원 8240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원 828 조립원 834 선박갑판 승무원 및 관련 근로자

9. 단순노무직근로자
91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9132 사무실, 호텔 및 기타 업소 조력원 

청소원 9161 쓰레기 수거원 9311 채광 및 채굴 단순노무자
911 행상 및 관련 근로자 9133 세탁원 및 다림질원 9162 거리 미화원 및 관련 근로자 9312 토목건설 및 보수 단순노무자

9111 식품 행상인 914 건물관리인, 창문 및 관련 청소원 9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9313 건물건설 단순노무자
9112 비식품 행상인 9141 건물관리원 921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932 제조 관련 단순 노무자
9113 방문 및 전화 외판원 9142 차량, 유리창 및 관련 청소원 9211 농업관련 단순노무자 9321 단순 조립노무자

912 구두미화원 및 기타 단순 
가두서비스직 근로자

915 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경비원 및 
관련 근로자 9212 임업관련 단순노무자 9322 수동포장 및 기타 제조업 노

무자
9120 구두미화원 및 기타 단순 

가두서비스직 근로자 9151 배달원 및 수하물 운반원 9213 어업 및 수렵업 관련 단순노무자 933 운수업 관련 단순노무자 및 
화물 취급원

913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
원 및 세탁원 9152 수위, 경비원 및 관련직 근로자 93 채광,건설,제조 및 운수관련 단

순노무자 9331 수레 또는 자전거 운전원
9131 가사 조력원 및 청소원 9153 자동판매기 수금원, 계기 검수원 

및 관련 종사자 931 광업 및 건설관련 단순노무자 9332 동물견인차량 및 기계 운전원
916 환경미화원 및 관련 근로자 9333 화물취급원

0. 군인
01 군인
011 군인
0110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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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업 분 류 표 ≫ isco 08
※ 해당변수: OCC08, SPOCC08

코드 직업명 코드 직업명 코드 직업명 코드 직업명
1. 관리자
11 고위임원 및 고위공무원, 입

법공무원 1213 정책 및 기획 관리자 1322 광업 관리자 13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서비스 관리자
111 입법공무원, 고위공무원 1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업 관리자 1323 건설업 관리자 14 접대, 소매, 기타 서비스 관리자
1111 입법공무원 122 판매, 마케팅 및 사업서비스 개발 관리자 1324 조달관리자 141 호텔, 음식업관리자
1112 고위정부공무원, 입법공부원 제외 1221 판매 및 마케팅 관리자 133 정보통신기술서비스 관리자 1411 호텔 관리자
1113 전통적 촌장 1222 광고 관리자 1330 정보통신기술서비스 관리자 1412 음식업 관리자
1114 사용자, 노동자 및 기타 경제이익단체의 고위임원 1223 조사연구 및 개발부서 관리자 134 전문 서비스 관리자 142 도소매 관리자

112 기업경영관리자 13 생산 및 전문서비스 관리자 1341 육아보호서비스 관리자 1420 도소매 관리자
1120 기업경영관리자 131 농업, 임업, 어업 관리자 1342 보건서비스 관리자 143 다른 서비스 관리자

12 회사중역 및 사장 1311 농립업 생산 관리자 1343 노인보호서비스 관리자 1431 스포츠, 오락 및 문화센타 관
리자

121 경영관리자 1312 수산업 생산 관리자 1344 사회복지 관리자 14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
관리자

1211 금융관리자 132 제조업, 광업, 건설업, 조달 관리자 1345 교육 관리자
1212 인적자원관리자 1321 제조업 관리자 1346 금융, 보험서비스지점관리자

2. 전문가
21 과학및공학전문가 22 보건전문가 235 다른교육전문가 2522 시스템관리자
211 물리학자,화학자및관련전문가 221 의사 2351 교육기법전문가 2523 컴퓨터네트워크전문가
2111 물리학자및천문학자 2211 일반의사 2352 특수교육교사 2529 달리분류되지않은데이터베이

스,네트워크전문가
2112 기상학자 2212 전문의사 2353 다른언어교사 26 법률,사회,문화전문가
2113 화학자 222 간호및조산전문가 2354 다른음악교사 261 법률전문가
2114 지질학자및지구물리학자 2221 간호사 2355 다른미술교사 2611 변호사
212 수학자,통계학자및관련전문

가 2222 조산사 2356 정보기술교사–정보통신고 2612 판사

2120 수학자,보험회계사및통계학
자 223 전통의료치료사 2359 달리분류되지않은교육전문가 2619 달리분류되지않은법률전문가

213 생명과학전문가 2230 전통적,보완적의료전문가 24 사업,,법률,사회,문화전문가 262 사서,기록물보관인및큐레이터
2131 생명공학자,식물학자,동물

학자및관련전문가 224 paramedical practioner 241 사업관리전문가 2621 기록물보관인및큐레이터
2132 농림수산업자문가 2240 paramedical practioner 2411 회계사 2622 사서및관련정보전문가
2133 환경보호전문가 225 수의사 2412 금융투자전문가 263 사회종교전문가
214 공학전문가 2250 수의사 2413 금융분석가 2631 경제학자
2141 산업및생산기술자 226 다른보건전문가 242 행정전문가 2632 사회학자,인류학자및관련전문가
2142 토목기술자 2261 치과의사 2421 경영조직분석가 2633 철학자,역사학자및정치과학자
2143 환경공학기술자 2262 약사 2422 정책및행정전문가 2634 심리학자
2144 기계공학기술자 2263 공중및환경보건전문가 2423 인사관리전문가 2635 사회사업및상담전문가
2145 화학기술자 2264 물리치료사 2424 교육및직원개발전문가 2636 종교전문가
2146 광업기술자,금속학자및관련

전문가 2265 영양사 243 판매및영업관련전문가 264 작가,기자및어학자
2149 달리분류되지않은공학전문가 2266 청각학자및언어치료사 2431 광고및영업전문가 2641 배우,관련된작가
215 전자공학기술자 2267 검안사및영양사 2432 광고관련전문가 2642 기자
2151 전기기술자 2269 달리분류되지않은보건전문가 2433 기술,의학판매전문가(ICT제

외) 2643 번역가,통역가및어학자

2152 전자기술자 23 교육전문가 2434 정보,통신기술(ICT)판매전문
가 265 창작및공연예술가

2153 통신공학기술자 231 대학및고등교육전문가 25 정보,통신기술(ICT)전문가 2651 영상예술가
216 건축가,기획가,측량사및설

계자 2310 대학및고등교육전문가 251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개
발분석자 2652 음악가,가수및작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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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건축가 232 직업교육교사 2511 시스템분석자 2653 무용가및안무가
2162 조경전문가 2320 직업교육교사 2512 소프트웨어개발자 2654 영화,무대및관련배우,감독
2163 제품및의류디자이너 233 중등교육교사 2513 웹,멀티미디어개발자 2655 배우
2164 도시및교통설계가 2330 중등교육교사 2514 응용프로그래머 2656 라디오,텔레비전기타아나운서
2165 제도사및측량사 234 초등및학령전교육교사 2519 달리분류되지않은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개발자및분석자 2659 달리분류되지않은창작및공연
예술가

2166 그래픽및멀티미디어디자이
너 2341 초등교육교사 252 데이타베이스전문가와시스템

관리자
2342 학령전교육교사 2521 데이타베이스디자이너,  관리

자
3. 기술자 및 준전문가
31 과학 및 공학 준전문가 3152 선박갑판사관및도선사 33 사업및관리준전문가 3355 경찰수사관
311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자 3153 항공기조종사및관련준전문가 331 금융및수학준전문가 3359 달리분류되지않은정규정부준

전문가
3111 화학및자연과학기술자 3154 항공관제사 3311 증권및금융취급인및중개인 34 법률,사회,문화및관련준전문

가
3112 토목공학기술자 3155 항공안전전자기술자 3312 신용및대출 341 법률,사회및종교관련전문가
3113 전기공학기술자 32 현대보건준전문가 3313 회계준전문가 3411 법률및관련준전문가
3114 전자공학기술자 321 의료및조제전문가 3314 통계,수학및관련준전문가 3412 사회사업준전문가
3115 기계공학기술자 3211 의료영상및치료장비기술자 3315 감정사및손실평가사 3413 종교준전문가
3116 화학공학기술자 3212 의료및병리실험실 332 판매및구매대리및중개인 342 경기및체형관리 
3117 채광및금속공학기술자 3213 조제전문가및준전문가 3321 보험대리인 3421 운동가및스포츠선수
3118 도안사 3214 의료및치아보철기술자 3322 상업판매대리인 3422 스포츠코치,지도및 
3119 달리분류되지않은자연과학

및공학기술자 322 간호,조산준전문가 3323 구매대리인 3423 체형관리및레크레이션지도및
프로그램  리더

312 채광,제조및건축감리기술자 3221 간호준전문가 3324 상품중개인 343 예술,문화및요리준전문가
3121 채광감리기술자 3222 조산준전문가 333 사업서비스대리인 3431 사진가
3122 제조감리기술자 323 전통의료개업의및신앙치료사 3331 통관대리인 3432 실내디자인너및장식가
3123 건축감리기술자 3230 전통의료개업의신앙치료사 3332 컨퍼런스및이벤트기획자 3433 겔러리,박물관및도서관기술자
313 공정조종기술자 324 수의사및준전문수의사 3333 고용대리인및계약인 3434 요리사

3131 발전제품장치조작원 3240 수의사및준전문수의사 3334 부동산중개업자및자산관리자 3435 기타예술및문화준전문가
3132 소각및여과장치조작원 325 기타현대보건준전문가 3339 달리분류되지않은사업서비스

대리인 35 정보및통신기술자

3133 화학적공정장치조정원 3251 치과보조원및치료사 334 관리및전문비서 351 정보및통신기술운영자및사용
자지원기술자

3134 석유및천연가스정련장치조
작원 3252 의료기록사및현대보건 3341 오피스감독자 3511 정보및통신기술운영기술자

3135 금속제품공정조종원 3253 지역사회보건사 3342 법률비서 3512 정보및통신기술사용자지원기
술자

3139 달리분류되지않은공정조종
기술자 3254 안경사 3343 관리및임원비서 3513 컴퓨터네트워크및시스템기술

자
314 생명과학기술자및관련준전

문가 3255 물리치료사및보조원 3344 의료비서 3514 웹기술자

3141 생명과학기술자(의료제외) 3256 의료보조원 335 정규정부준전문가 352 통신및방송기술자

3142 농업기술자 3257 environmental&occuparional 
health inspectors&associates 3351 세관및국경검사원 3521 방송및영상-음향기술자

3143 임업기술자 3258 응급구조사 3352 정부조세공무원 3522 통신공학기술자
315 선박및항공기조종사및기술

자 3259 달리분류되지않은현대보건준전
문가 3353 정부사회보장공무원

3151 선박기술자 3354 정부허가공무원
4. 사무직원 보조 근무자
41 일반및타자원 4212 마권영업자,금전책임자및도박관

련근무자 4229 달리분류되지않는고객안내근
로자 44 기타사무보조근로자

411 일반사무직원 4213 전당업자및대금업자 43 숫자및자료입력원 441 기타사무보조근로자
4110 일반사무직원 4214 (채무)수금원및관련근로자 431 숫자입력직원 4411 도서관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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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비서 422 고객안내근로자 4311 회계및부기사무원 4412 우편배달원및분류사무원
4120 비서 4221 여행상담원및사무직원 4312 통계,금융및보험사무운 4413 심사,교정및관련사무원
413 타자기조작원 4222 본부접촉안내원(??) 4313 임금지불원 4414 대필및관련근로자
4131 타자원및워드프로세서조작

원 4223 전화교환사무원 432 재료기록및운송사무원 4415 서류정리및복사사무원
4132 자료입력직원 4224 호텔접대원 4321 자재사무원 4416 개인사무원
42 고객봉사사무직원 4225 흥신소직원 4322 생산사무원 4419 달리분류되지않는사무보조근

로자
421 금전출납원,수금원및관련근

로자 4226 접대원(일반) 4323 운송사무원

4211 은행금전출납원및관련근로
자 4227 설문조사및시장연구조사원

5. 서비스 및 판매원
51 대인서비스근로자 5152 가정부 5222 상점관리자 5312 교사보조
511 여행수행원,차장 5153 건물관리자 5223 상점판매보조원 532 보건개인보호근무자
5111 여행수행원및여객접대원 516 그밖의대인서비스근로자 523 계산원및매표원 5321 보건보호보조
5112 여객차장 5161 점성술,예언가및관련근로자 5230 계산원및매표원 5322 가정개인간호근로자
5113 여행안내요원 5162 말벗및시중원 524 그밖의판매원 5329 달리분류되지않는보건개인간

호근로자
512 요리사 5163 장의사및시체방부사 5241 패션및기타모델 54 보안업무근로자
5120 요리사 5164 애완동물사육사및동물관리사 5242 판매선전원 541 보안업무근로자
513 웨이터및바텐더 5165 자동차운전강사 5243 방문고객판매원 5411 소방관
5131 웨이터 5169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대인서비

스근로자 5244 본부접촉(중개)판매원 5412 경찰관
5132 바텐더 52 판매원 5245 서비스대리점원 5413 교도관
514 이미용사및관련근로자 521 노상및시장판매원 5246 음식서비스카운터점원 5414 경비원

5141 이발사 5211 매점및시장판매원 5249 달리분류되지않는판매원 5419 달리분류되지않는보안업무근
로자

5142 미용사및관련근로자 5212 노상음식판매원 53 개인보호근무자
515 건물관리및가사 522 상점판매원 531 보모및교사보조
5151 청소및가사 5221 상점소유자 5311 보모
6.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61 시장판매용출하목적농업근

로자 6122 가금생산자 622 임업근로자,수렵원 632 자급가축사육업자 
611 출하용채소및작물지배자 6123 양봉가및양잠가 6221 수생동식물양식근로자 6320 자급가축사육업자 
6111 전답작물및채소재배자 6129 달리분류되지않은출하용동물생

산자및관련근로자 6222 내륙및연안어업근로자 633 자급작물업자및사육자
6112 나무및묘목(육묘)재배자 613 출하용작물및동물복합생산자 6223 원양어업근로자 6330 자급작물업자및사육자
6113 과수작물재배자 6130 출하용작물및동물복합생산자 6224 수렵원 634 자급어업,수렵및췌취자
6114 혼합작물재배자 62 시장판매용임업,어업및수렵원 63 자급농업,어업,수렵및췌취자 6340 자급어업,수렵및췌취자
612 출하용동물생산자 621 임업및관련근로자 631 자급작물농부
6121 가축및낙농생산자 6210 임업및관련근로자 6310 자급작물농부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1 (전기기술자를제외한)건축

기능근로자 7211 금속주형원및모형제조원 7316 간판공,장식공,조판공및동판화
공 7515 식품및음료시험원및선별원

711 건물골조및관련기능근로자 7212 용접원및용융절단원 7317 목재및바구니세공관련재료의
수공예근로자 7516 담배가공원및담배제품제조원

7111 주택건축업자 7213 판금근로자 7318 섬유,가죽및관련재료의수공예
근로자 752 목재처리원,가구제조원및관련

기능근로자
7112 조적공및관련기능근로자 7214 구조금속준비원및건립원 7319 달리분류되지않는수예근로자 7521 목재처리원
7113 석공,석재절단원,석재재단

원및조각원 7215 삭구원및케이블접속원 732 인쇄및관련기능근로자 7522 가구제조원및관련근로자

7114 콘크리트타설원,완성원및관
련근로자 722 대장원,공구제조원및관련기능근

로자 7321 인쇄기술자 7523 목재공작기조정원및조정조작
원

7115 목공및소목공 7221 대장원,단조원및단조기근로자 7322 인쇄업자 753 의복및관련기능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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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 달리분류되지않은건물골조
및관련기능근로자 7222 공구제조원및관련근로자 7323 인쇄마감공및제본원 7531 직조,의복,모피가공및모자제

조관련근로자
712 건물완성원및관련기능근로

자 7223 기계공구조정원및조정조작원 74 전기및전자관련기능근로자 7532 의복관련패턴사,재단사
7121 지붕잇기원 7224 금속연마원,광택원및공구연삭원 741 전기장비설비원및수리원 7533 재봉원,자수원및관련근로자
7122 마루설치원및타일부착원 723 기계정비원및설비원 7411 건축및관련전기원 7534 실내장식원및관련근로자
7123 미장공 7231 자동차정비원및설비원 7412 전기정비원및설비원 7535 원피가공원,무두질원및양피원
7124 단열공 7232 항공기정비원및설비원 7413 전선설비및수리원 7536 신발제조관련기능근로자

7125 유리 직공 7233 농업용,공업용기계정비원및설비
원 742 전자,전기통신설치원및수리원 754 기타기능원및관련근로자

7126 배관공및도관정비공 7234 자전거또는관련정비원 7421 전자정비원및수리원 7541 잠수부
7127 에어컨및냉동기술자 73 수공예,인쇄근로자 7422 정보통신기술설비원및서비스

원 7542 점화원및발파원

713 도장원,건물구조청결원및관
련기능근로자 731 수공예근로자 75 식품가공,목재세공,의복및기타

관련기능근로자 7543 (식품과음료를제외한)제품선
별원및시험원

7131 도장원및관련근로자 7311 정밀기구제조원및수리원 751 식품가공및관련기능근로자 7544 소독원및기타질병관리원
7132 도장원 7312 악기제조원및조율사 7511 도살원,생선가공원및관련식품

가공원 7549 달리분류되지않는기능원및관
련근로자

7133 건물구조청결원 7313 장신구및귀금속근로자 7512 제빵원,파스트리및과자제조원
72 금속,기계및관련기능근로자 7314 도공및관련근로자 7513 낙농제품제조원

721
금속주형원,용접원,판금원,
구조금속준비원및관련기능
근로자

7315 유리가공원,절단원,연마원및완
성원 7514 과실,채소및관련저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