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 드 분 류 구체적인 예
틀리기 쉬운 예와

그 처리
코 드 분 류 구체적인 예

틀리기 쉬운 예와

그 처리

01 수 면 연속 30분 이상의 잠 30분 미만→41

여

가

활

동

51 관람, 구경, 감상
연극, 전람회, 스포츠, 음악회 등 감상 등

집밖에서 이뤄지는 문화 활동
CD/MP3/Tape→61

02 식 사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간식→41

03 신변잡일
세수, 화장, 목욕, 이미용원, 옷 갈아입기,

출퇴근 준비

슈퍼가기→25

애완동물미용→55

52 스포츠 직접 스포츠를 함 스포츠관전→51

53 승부놀이
둘 이상이 이기기 위해 트럼프, 화투, 경

마, 게임, 장기, 바둑 등을 함
04 일

일(준비, 정리),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족의 경우 계속 일로 처리
54 행락, 산책

산보, 동네 돌기, 하이킹, 드라이브, 자녀들

과 놀이동산
05 지상파라디오

라디오(AM, FM)

이동시간 포함(중복가능)
CD/MP3/Tape→61

55 취미활동
꽃꽂이, 붓글씨, 렛슨, 정원 가꾸기, 애완동

물 보기, 낚시, 등산, 쇼핑

06 지상파텔레비전
KBS1, KBS2, MBC, SBS 및 지역민방, EBS
등 5개 채널만!

TV에 의한 공부의 경우

(교육방송), 학생이면→

13, 직장인이면→56

56 기능, 기술공부
자동차 기술, 타이프, 외국어 회화, 요리공

부, 각종 학교 통신교육 등

57 아이들 놀이 소꿉장난, 줄넘기, 고무줄

학

업

11 수업, 학교행사
교내 학습, 운동회, 소풍, 견학, 수학여행

(의무적 행사)
61

음악듣기

(CD/MP3/Tape)
이동시간 포함(중복가능)

12 과외활동 방과 후의 클럽활동(학교 내 자율행사)
62

동영상보기

(DVD/Video)

집 또는 비디오방에서 본 것, 뮤직비디오

시청

63 영화보기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

13 학교외 학습 집에서 예복습, 학원, 과외수업 64 컴퓨터게임하기
PC, 인터넷, 가정용콘솔,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 휴대폰을 통한 모든 게임

가

사

21 취 사 부엌일, 식사준비, 설거지

신문,

잡지,

책

81 신문
신문(일간, 주간신문, 스포츠신문, 무가지

신문)22 청 소 먼지 털기, 걸레질, 쓸기 정원 가꾸기→55

23 세 탁 세탁, 다림질, 말리기 세탁소 가기→27 82 잡지, 만화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25 일용품 사기 가사용품 또는 가사에 필요한 물건 사기
주의!! 번호 24 없음!

일용품이 아닌 쇼핑→55
83 책 단행본

26 아이돌보기 육아행위, 아이(초등학생 이하)와의 접촉

초ㆍ중ㆍ고등학교 연령의

아이 돌보기→27

유급 베이비시터→04

유

료

방

송

84 케이블방송
케이블채널(KBS 드라마넷, MBC 드라마넷,
SBS 드라마넷 및 채널CGV, 투니버스, 캐
치온, 수퍼액션, TVN, OCN 등) 시청

27 가정잡일

재봉ㆍ편물, 가구정리, 동사무소 가기, 편

지, 가계부, 가족돌보기(육아 및 어린이

외), 은행가기, 본 조사지의 기입

85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위성채널(와우와
우, MBC 스포츠, 아리랑, 스카이초이스, 키
즈톡톡, 캐치온, 올리브 등) 시청

교

제

31 개인적 만남

친구와의 대화, 약속, 방문, 술, 데이트

만나서 싸우기, 꾸중 듣기와 같은 부정적

교제도 포함

식사로 인한 만남→02

가족끼리 외식→02
86 IPTV

IPTV 셋탑박스로 시청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케이블 및 위성방
송 채널 시청

32 사회적 만남
의리, 의무감으로서의 만남, 회합, 종교 활

동, 반상회 모임, 아이들의 학부형회
87 DMB

지상파DMB 및 위성DMB 프로그램 시청이
나 라디오 채널 청취

휴

양

41 휴 식
가족과의 대화, 간식, 혼자서 술, 혼자서

카페/커피숍에 감, 30분미만 수면, 명상

아이와 놀이공원 가기→54

애완동물과 산책→54

인

터

넷

91 정보검색
데스크탑, 노트북, 휴대전화의 인터넷을 이
용. 필요한 정보 등 검색함

42 병, 정양 본인의 입원, 자택요양, 건강진단
부모님 병환관련→27

아이 병 관련→26
92 오락

즐거움 혹은 시간때우기 위해 인터넷 콘텐

츠 이용

이

동

71 통근 집과 일터의 출퇴근 93 커뮤니케이션
네이트온,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 미니

홈피, 블로그

72 통학 학교, 학원에의 통학 과외 받는 통학→73 94 쇼핑 및 전자거래
인터넷 뱅킹(텔레뱅킹), 온라인 구매 및 판

매, 공과금 이체

73 그 외의 이동 다른 행동에 우선될 수 있는 그 외 이동 95 휴대전화(스마트폰) 휴대전화, SMS(문자), 인터넷접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