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직업력 데이터
2.1 직업력 데이터 소개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매 차수마다 직업력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이번 6차 웨이브 직업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1) 1차의 원적격가구원뿐만 아니라 2차 이후부터 새로 들어온 신규 적격가구원까지 
포함.

     2) 직업력 데이터에서 주된일자리1) 변수를 이용하여 “개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
된 일자리(=현재일자리)”를 파악할 수 있음.

2.2 직업력 데이터 파일 생성
2.2.1. 직업력 데이터 구조

¡ 직업력 데이터는 크게 ①ID 변수, ②구성변수, ③경제활동 가공변수, ④공통변수, 

⑤임금/비임금/특고, ⑥유지일자리변수, ⑦그만둔 일자리변수로 나눌 수 있음.

¡ 직업력의 세부적인 변수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Ⅳ-1> 직업력 변수 구성

1) 여성가족패널조사 직업력의 “주된일자리”는 패널 개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 중에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된 일자리를 뜻함. 주된일자리에 대한 설명은 ‘2.2.6.주된일자리’에서 추가 설명함.

구분 내용

ID 변수 구성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

- 가구ID(H01HHID∼H04HHID)와 개인ID(P100ID01∼P600ID04)
- 결혼이나 독립 등의 분가로 인하여 가구ID가 달라지는 경우 개인ID도 
달라지므로 최초로 부여된 개인ID를 기준으로 변하지 않는 개인
ID(OPID) 생성함. 

구성변수 직업력 데이터를 통해 구축
하고자 하는 데이터 jobid, jobwave, jobseq, jobnum, jobnumc, jobcens, jobtype, jobclass 등

정보변수 개인정보 변수와 구성변수
를 제외한 모든 변수

- 정보변수는 ID 변수(가구아이디. 개인아이디)에 대한 일자리 설문 응답 
정보가 모두 포함된 변수를 말함.

- 직업력의 구성변수들을 구축한 후, 주제별로 공통변수 생성을 통해 정보 
변수를 생성함.

- 이 정보변수를 통해 ID 변수의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2.2. 구성변수의 특성
<표 Ⅳ-2> 직업력 데이터의 구성 변수

구성변수 설명

JOBID
개인이 가진 일자리 하나에 고유의 ID를 부여함
개인 패널의 원PID를 활용하여 원PID와 일자리 발견 순서를 조합하여 jobid를 구성함
(예: 원PID 101 패널이 처음 가진 일자리(=1)이면, 원PID*1000+1= 101001 생성)

JOBWAVE
일자리 발견 차수이자, 해당 직업이 조사된 차수를 의미함
1차 웨이브 일자리 = 1        …   n차 웨이브 일자리 = n

JOBSEQ

개인이 가진 일자리 순서를 의미하며, 동일한 일자리가 지속된다면 동일한 값을 가짐.
즉, 개인이 가진 첫 번째 일자리는 ‘1’의 값부터 시작하고, 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경우 계속 ‘1’의 
값을 유지하지만, 중간에 일자리가 변할 때마다 그 값이 늘어남.
따라서, jobseq를 통해 개인이 가진 일자리 순서와 변화 횟수를 알 수 있음.

JOBNUM

일자리 번호를 의미함.
백단위는 조사차수, 십단위는 조사 시점에서 일자리가 발견된 일련번호임.
예를 들면, 1차 웨이브에 첫 번재로 발견된 일자리 = 101

2차 웨이브에 첫 번째로 발견된 일자리 = 201
- 이 경우 1차 웨이브에서 발견된 직업과 동일한 직업일 수도 있고, 1차 웨이브에 직업을 그만두고 

2차 웨이브 조사시 새로 얻은 직업일 수도 있으며, 2차에 진입한 신규패널원의 첫 번째 일자리일 
수도 있다. 이 사항의 구분은 jobcens와 개인아이디를 통하여 알 수 있음.

JOBNUMC jobnum로부터 생성되는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번호를 의미함

JOBCENS

이전 조사와 현 조사 시점의 일자리 여부를 의미함
이전 조사 시 보유,   현재 보유   일자리 = 1
이전 조사 시 보유,   현재 미보유 일자리 = 2
이전 조사 시 미보유, 현재 보유   일자리 = 3
이전 조사 시 미보유, 현재 미보유 일자리 = 4

JOBTYPE

일자리 구분을 의미함
임금근로자 = 1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 2
비임금근로자(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 3
비임금근로자(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5

JOBCLASS

이전 조사와 현 조사 시점의 일자리 여부 및 일자리 구분을 의미함
이전 조사 당시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 1
이전 조사 당시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 2
이전 조사 당시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 3
이전 조사 당시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 4
이전 조사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 5
이전 조사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 6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 7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 8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 9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 10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 11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 12



¡ JOBID 변수 생성 원리
- JOBID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수별 일자리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함. 기본적으로 지난 차수의 (1)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기존)과 (2)지난 조사 이
후 일자리(신규) 중에서 유지하고 있는 일자리 정보를 다음 차수에서 물어보는 
구조임.

       [그림 Ⅳ-1] 고유 일자리 JOBID 부여 기준

- 예를 들어, 아래 표에서 어떤 개인패널이 1차에는 임금일자리를 갖고 있었다면, 2

차에서는 기존일자리에서 2차에 갖고 있었던 이 임금 일자리에 대해서 물어보게 
됨. 따라서 2차 일자리 중 기존 일자리의 발견 순서는 1을 부여 받게 됨.

- 그런데 2차에서 부업 신규 일자리로 비임금 일자리를 가지게 된다면 이 일자리 
순서는 2를 부여 받게 됨. 만약 1차에서 두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2차 
기존 일자리를 이 두 개 일자리에 대해서 묻게 되고, 2차에서 새롭게 발견된 신
규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 끝자리인 2에 1을 더하여 3이 일자리 발견 순서가 되는 
것임. 즉 매 차수마다 기존 일자리 발견 순서를 전 차수에서 유지하고 있는 일자
리의 발견순서 값에서 가지고 오게 되고, 신규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의 일자리 
발견 순서 끝자리에 1씩 더하여 순서 값을 생성하게 됨. 

- 차수를 거듭할수록 개인마다 가지게 되는 일자리의 숫자가 달라지므로, 일자리의 
끝자리가 달라질 수 있음. 

<표 Ⅳ-3> 개인 평생 일자리 발견 순서 부여 예시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구분  유형 순서  유형 순서  유형 순서  유형 순서  유형 순서

기존  
일자리

임금/
유지 1 임금/

유지 1 임금/
유지 1 임금/

중단 1 임금2/
유지 4

　 　 　 　
비임
금/

중단
2

특고/
중단 3 　 　

신규 
일자리 　 　

비임
금/

유지
2

특고/
유지 3

임금2/
유지 4

비임금
/유지 5

  ※ 기존 일자리 개인 평생 일자리 발견 순서 = 이전 차수 유지 일자리 발견 순서 값
  ※ 신규 일자리 개인 평생 일자리 발견 순서 = 동일 차수 내 기존 일자리 평생 일자리 발견 

순서 끝자리 +1 

2.2.3. 가공변수(경제활동 상태)의 특성
¡ 직업력 데이터에서 경제활동 상태 가공변수는 최종으로 확인된 조사 당시 차수의 경

제활동상태를 구분한 가공변수임.

<표 Ⅳ-4> 직업력 데이터의 가공 변수

2.2.4. 구성변수 생성
¡ 구성변수인 jobclass, jobnum, jobnumc, jobseq, jobcens 구축 위해 일자리설문지의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확인 및 유지여부, 새로 생긴 일자리 수 및 
유지여부, 각 일자리 유형을 살펴볼 필요 있음.

- 이전 조사에서 조사된 일자리와 이전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관련 문항에서 해당 일
자리의 유지여부 및 일자리 유형을 묻고 각 jobclass에 적합한 조사지에 답을 함.

구성변수 설명
ECST01 [가공변수] 경제활동상태_1주기준 (1,2차만) : 1, 2차 웨이브 조사에서만 응답
ECST02 [가공변수] 경제활동상태_1개월기준 : 1~6차 웨이브 조사까지 응답
ECST03 [가공변수] 취업여부_18시간미만무급가족종사자포함 :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자로 분류함
ECST04 [가공변수] 취업여부_18시간미만무급가족종사자미포함 :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를 미취업자로 분

류함
ECST05

[가공변수] 비경제활동인구구분 : 현재 미취업상태인 경우, ①실망실업자와 ②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
함. 



- 따라서 조사지 유형이 jobclass가 되며, 앞선 질문들과 이를 토대로 jobcens와 
jobtype을 생성함.

- jobnum은 기존에는 조사순서로 순번이 매겨졌는데, 5차부터는 직업의 시작년월 순서
를 고려하여 순번을 매김.

<표 Ⅳ-5> jobcens(일자리 지속여부)와 jobtype(일자리 구분) 생성

<표 Ⅳ-6> jobnum(일자리 번호) 생성

JOBCLASS 변수 내용 JOBCENS JOBTYPE
1 이전 조사 당시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1 1

2 이전 조사 당시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2 1

3 이전 조사 당시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1 2 / 3 / 4

4 이전 조사 당시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2 2 / 3 / 4

5 이전 조사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1 5

6 이전 조사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2 5

7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3 1

8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4 1

9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3 2 / 3 / 4

10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4 2 / 3 / 4

11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3 5

12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4 5

변수 설명 값 비고
1차 조사 첫 번째 일자리 101

해당 직업이 기존 직업인지 신규 
직업인지의 구분은 jobcens와 개인
아이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차 조사 시 발견된 첫 번째 일자리 201

2차 조사 시 발견된 두 번째 일자리 202

2차 조사 시 발견된 세 번째 일자리 203

2차 조사 시 발견된 네 번째 일자리 204

3차 조사 시 발견된 첫 번째 일자리 301

3차 조사 시 발견된 두 번째 일자리 302

3차 조사 시 발견된 세 번째 일자리 303

3차 조사 시 발견된 네 번째 일자리 304

4차 조사 시 발견된 첫 번째 일자리 401

4차 조사 시 발견된 두 번째 일자리 402

4차 조사 시 발견된 세 번째 일자리 403

2.2.5. 주된 일자리
¡ 구성 변수 중 jobmain 변수는 “주된일자리” 여부를 파악하는 변수임
¡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주된 일자리의 의미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 중에 주된 일

자리”를 뜻함
¡ 즉, raw data의 현재일자리 가공변수와 같은 기준으로 구성한 것임.

¡ 주된 일자리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구성하였음. 

-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1) 지속 기간이 오래된 일자리를 우선으로 함. 

- 복수 개의 일자리가 선정될 경우에는 2) 근로 시간이 긴 일자리를 선정함
- 근로 시간이 같은 경우에 3) 월평균 소득이 큰 일자리로 선정함.

2.2.6. 정보변수 생성
¡ 공통변수명은 JOB으로 시작하며, 임금근로자는 W, 비임금근로자는 N,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는 S로 시작함. 

<표 Ⅳ-7> 정보 변수

4차 조사 시 발견된 네 번째 일자리 404

5차 조사 시 발견된 첫 번째 일자리 501

5차 조사 시 발견된 두 번째 일자리 502

5차 조사 시 발견된 세 번째 일자리 503

5차 조사 시 발견된 네 번째 일자리 504

1∼4 조사 시 일자리 변화 형태 OOO

변수명 변수명 설명
JOBSTARTY~JOBSI42 [공통01] ~ [공통28] 

WCSEL01~WCUNI03 [임금01]일자리구분(정규/비정규) ~ [임금80]일반노조가입여부
NCEMP01~NFWKER07 [비임금01]본인을포함한종사자수 ~ 

[비임금23]일자리에서겪은어려움_7가족간갈등소지있음
SCCHAR01~SCUNI06

[특수01]일자리  특성_1관리감독하는회사측정규직사원존재함 ~
[특수12]일반노조가입여부

주의)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현재일자리” 가공변수 데이터와 동일한 값을 지님. 
각 차수의 주된일자리=각 차수의 현재일자리



2.2.7. 데이터 변환 및 통합
- 본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사용 한 데이터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일자리용 데이터 1

차, 2차(기존), 2차(신규), 3차(기존), 3차(신규), 4차(기존), 4차(신규), 5차(기존), 5차
(신규), 6차(기존), 6차(신규)임.

- 변수 선정과 각 차수 간 변수명 통일이 완료되면 SPSS trans 명령어를 이용하여, wide 

form의 데이터를 long form으로 변환하면, 개인응답자가 전체 조사기간 동안 어떠한 
일자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됨.

2.3. 직업력 데이터 예시
<표 Ⅳ-8> 직업력 데이터 예시

pid jobwave jobclass jobtype jobcens jobnum jobnumc jobseq
580003 1 11 5 3 101 1

580003 2 5 5 1 201 101 1

580003 3 6 5 2 301 201 1

580003 3 7 1 3 302 2

580003 4 1 1 1 401 302 2

580003 5 1 1 1 501 401 2

변수명 변수명 설명
JOBMCHA01~JOBMHW

[일자리 유지01]동일한일자리유지여부(6차만) ~
[일자리 유지09]새일자리희망보수(6차만)

JOBRED~JOBROUT04 [일자리 중단01]그만둔주된이유(6차만) ~
[일자리 중단11]실업급여신청안한이유(6차만)

DAY (조사정보) 면접일

PID : 동일 PID를 보임. 동일인의 자료임을 알 수 있음.

jobwave : PID가 580003인 응답자는 1∼5차까지 조사에 응답하였고, 해당 조사 차수에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임.

jobnum : jobnum을 보면, 101, 201, 301, 302, 401, 501의 값을 가지므로, 이 응답자는 3차에는 두 개의 일자리가 
조사되었고, 나머지 차에서는 하나의 일자리가 조사되었음.

jobseq : jobseq를 보면, 1, 2의 값을 가지므로, 이 응답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2번의 일자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jobcens : jobcens를 보면, 1차에 조사된 일자리를 2차까지 유지 했으나, 3차에 그만둔 것을 알 수 있고, 3차 조사 
이전에 그 일자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하여 5차까지 유지했음을 알 수 있음.

jobtype : 이 응답자는 1차부터 3차 조사 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로 일했다가 3차에서 조사된 새로운 일자리
에서는 5차 조사시점까지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jobclass : jobclass를 통해 jobcens와 jobtype을 한 번에 알 수 있음. 1차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고 1차 조사 
시점까지 유지함. 2차에는 1차 때 조사된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3차에는 2차에 조사된 직업을 
그만둠. 또한 임금직종에 새로 취업하여 3차 조사 시점까지 유지하였으며, 4차, 5차에는 3차 때 조사
된 직업을 그대로 유지했음을 알 수 있음.

2.4. 직업력 데이터 파일합치기 예시
¡ 직업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업력 변수 이외의 다른 정보변수들을 사용해야할 때

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 파일과 직업력 파일을 합치는 작업이 필요함. 

먼저 해당 파일끼리 연결해주는 역할인 기준변수가 필요함. 기준변수는 OPID(Original 

PID)를 사용함. 해당하는 두 파일을 기준변수(OPID)를 오름차순하여 정렬을 한 후, 

직업력에 붙을 정보가 있는 파일에 기준변수들 값 중 중복되는 값이 없는지를 확인
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문을 작성하여 시행하면 됨.

명령문 설명
***인적사항 붙이기***

sort cases by (OPID.) 
match files 
/file=*
/table='D:\(경로)\(붙일정보가있는파일).sav' 
/by (OPID). 

: 기준변수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 직업력파일이 명령문의 대상이 된다.
: 변수를 가져올 파일을 지정한다.
: 기준변수를 기준으로 붙임을 설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