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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배포 일자 해당 차수 비고

수21.06.30.( )
차웨이브2

차 차 조사1 (2016)~5 (2020)
차조사 포함  데이터 제공  5 (ver1)

▶ 메인데이터

조사표 전반에 대한 정보  포함  - 

해당 차수의  전체 내용이  반영  - 

▶ 통합데이터 차년도부터 생성(2 )

메인데이터 기반으로 가공  - 

데이터에  따라  가지 타입으로 분류  -  2

세로         *  Long  type( set)

가로         * Wide  type( merge)

▶ 직업력  데이터 차년도부터 생성(2 )

패널이 경험한  일자리 정보를 아래로  생성  -  work1: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를 옆으로  구성  -  work2: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조 장애인실태조사 와    통계법 제 조 통계작성의  승인 에 26 ( ) 18 ( )「 」 「 」  「 」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사로 생명윤리법 제 조제 항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 조 ,  15 2 ( ) 13「 」  「 」 

및  제 조  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2 2 1)  ·

수행하는 연구  및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여  심의 면제2) 

참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파일  제공 소문자  변수명  사용자 데이터  실행이  안되는  경우  사용  2)  CSV  :  , 

반드시  최신  배포  데이터  활용  3) 

주요  변경사항  4) 

유의사항  5) 

통계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실행이 되지  않거나 별도 타 통계패키지 등 를 위해 별도  파일 제공,  (R  ) CSV 

파일  변수명은  소문자로  제공CSV 

이전  통계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여  지속 반영하고 있으며 파일 업로드 시 수정된  이전 자료도  모두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음, 

기존에 이미 다운받은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최근 데이터를 활용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 

유저가이드 및 조사표< >

- 주요 척도에 대한 출처  및  무응답 대체에 대한 내용을 유저가이드에  명시

- 변수명을 기재한  통합조사표 제공 기존은  차수별로  제공되었으며 조사표 안에  변수명 표기  하지 않았음( ,  )

- 실행  시  변수 라벨 깨짐  현상 오류 반영Stata 

데이터< >

- 데이터  변수를 소문자로 변환 기존은 대문자로 제공하였으나 사용자  의견 반영 및 편의제고를  위해 소문자로 변경( ,  )

- 주요 변수를 알아보기 쉬운 영문  단어로 제공 등(gender,  age,  area  )

- 누락된  직업력 데이터 보완 및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구조  변경(work1, work2)

차웨이브의  패널 소실 및 고령화 등으로  신규로 표본을 재추출하여  차웨이브를  구축1 2

따라서 두 웨이브간의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틀 조사내용이 모두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  활용시 유의할 것, 

자세한 사항은  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차웨이브  차조사 보고서  참조( 2020 (2 5 )  p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