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1은 activity 1/ a2는 activity 2/ h는 재택여부(0은 외부, 1은 재택)

0000은 자정, 이후 15분 단위로 0015, 0030, 0045, 0100........2345까지 진행됨.
즉, 0000a1은 자정에서 밤 12시 15분 사이에 일어난 주행동, 
0000a2는 자정에서 밤 12시 15분 사이에 일어난 서브행동,
0000h는 자정에서 밤 12시 15분 사이의 재택여부를 의미함.
이후, 해당 데이터 내의 activity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 아래의 행동분류표 참조.

[인적사항 코드값 ]

가. 시.도 코드 

나. 지역 코드

다. 성별 코드

라. 학력 코드

마. 직업 코드

바. 연령은 실제나이를 그대로 기재하고 시간대는 1에서 96까지 15분간 시간대이다.

사. 가입한 유료방송 서비스

01 서울특별시 02 부산광역시

03 인천광역시 04 대구광역시

05 광주광역시 06 대전광역시

07 울산광역시 08 경기도

0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 특별시 2 광역시

3 시 4 읍

5 면

1 남자 2 여자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학교, 대학(원) 졸업

5 초등학교 재학 6 중학교 재학

7 고등학교 재학 8 전문학교, 대학(원) 재학

9 무학, 한학, 고등공민학교

01 농림.어업자 02 자영업자

03 판매.서비스직 04 기능.작업직

05 사무.기술직 06 경영.관리직

07 전문직.자유업.기타 08 가정주부

09 학생 10 무직자

1 케이블방송 2 위성방송

3 IPTV 4 케이블방송+IPTV 
5 위성방송+IPTV 6 케이블방송+위성방송

7 가입한 서비스 없음



               [행동분류 코드값 ]
대분류 외부코드
수면 01
식사 02
신변잡일 03
일 04
학업 100

수업 및 학교행사 05
학교 외의 학습 06

가사 07
교제 200

개인적 교제 11
사회적 교제 12

휴양 300
휴식 13
병, 정양 14

여가활동 400
관람, 구경, 감상 21
스포츠 22
승부놀이 23
행락, 산책 24
취미활동 25
기능, 기술공부 26
아이들 놀이 27
음악듣기 28
동영상보기 29
극장영화보기 30
컴퓨터게임하기 31

이동 500
통근 41
통학 42
그 외의 이동 43

신문․잡지․책 600
신문 44
잡지, 만화 45
책 46

지상파라디오(전체) 51
   라디오(댁외)
   라디오(중복)
지상파TV(전체) 61
   지상파TV(댁외)
   지상파TV(중복)
지상파TV(비실시간) 62
종합편성채널 63
유료방송채널 700

케이블방송 64
위성방송 65
IPTV 66

컴퓨터 800
업무, 학업 71
정보검색 72
오락 73
커뮤니케이션 74
쇼핑, 전자거래 75

휴대전화, SMS 900
음성통화 81
정보검색 82
오락 83
(문자)커뮤니케이션 84
쇼핑, 전자거래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