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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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
연극, 전람회, 스포츠, 음악회 등 감

상
CD/MP3/Tape →58

02 식 사 간식→41 52 스포츠 스포츠를 함 스포츠관전→51

03 신변잡일
세수, 화장, 목욕, 이미용원, 옷갈아입

기, 출퇴근 준비

슈퍼가기→25

애완동물미용→55
53 승부놀이 트럼프, 화투, 경마, 게임, 장기, 바둑

04 일
일(준비 정리),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족의 경우 계속 일로 처리
54 행락, 산책

산보, 동네 돌기, 하이킹, 드라이브,

놀이동산

05 라디오 라디오(AM, FM)
CD/MP3/Tape →58

이동시간 중복가능
55 취미활동

꽃꽂이, 붓글씨, 렛슨, 정원 가꾸기,

애완동물 보기, 낚시, 등산

06 텔레비전 텔레비전

TV에 의한 공부→56

유선이나 위성, 인터

넷방송은 84-86

56 기능, 기술공부
자동차 기술, 타이프, 외국어 회화, 요

리공부, 각종 학교 통신교육 등

학 업

11 수업, 학교행사
교내 학습, 운동회, 소풍, 견학, 수학

여행
57 아이들의 놀이 소꼽장난, 고무줄, 영아들의 장난놀기

12 과외활동 방과 후의 클럽활동 58 CD/MP3/Tape 이동시간 포함(중복가능)

13 학교외 학습 집에서 예복습, 학원, 과외수업 59 DVD/Video 집 또는 비디오방에서 본 것

가

사

21 취 사 부엌일, 식사준비, 설겆이 60 영화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

22 청 소 먼지털기, 걸레질, 쓸기 정원 가꾸기→55
61 인터넷 정보검색 각종 정보검색

62 이메일/채팅/메신저 인터넷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23 세 탁 세탁, 다림질, 말리기 세탁소 가기→27 63 컴퓨터 게임 인터넷에서의 오락도 포함

24 재봉, 편물 재봉틀사용, 짜집기 취미행위→55

이

동

71 통근 집과 일터의 출퇴근

25 일용품 사기
가사용품 또는 가사에 필요한 물건

사기
72 통학 학교,학원에의 통학 과외 받는 통학→73

26 아이돌보기
육아행위, 아이(초등학생 이하)와의

접촉
73 그 외의 이동

그외 이동으로 다른 행동에 우선될

수 있는 것

27 가정잡일

가구정리, 동사무소 가기, 편지, 가계

부, 가족돌보기(육아 및 어린이 외),

은행가기, 본 조사지의 기입 신문,

잡지,

책

81 신문
신문(일간,주간신문, 스포츠신문, 무

가지신문)

교 제

31 개인적 만남
친구와의 대화, 약속, 방문, 술, 데이

트
식사로 인한 만남→02 82 잡지, 만화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32 사회적 만남
의리,의무감으로서의 만남, 회합, 종교

활동, 반상회 모임

아이들의 학부형회→

26
83 책 단행본

휴 양
41 휴 식

가족과의 대화, 간식, 혼자서 술, 혼자

서 카페/커피숍에 감, 30분미만의 수

면, 명상

아이와 놀이공원 가

기→54

뉴미디

어방송

84 유선방송 케이블TV, 중계유선방송 시청

85 위성방송 위성방송 시청 tu는 위성

86 인터넷방송 인터넷으로 방송시청(유무선 포함)

87 휴대전화 휴대전화, SMS(문자)

99 분류불능

42 병, 정양 입원, 자택요양, 건강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