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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q1 입원외래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입원 환자 1 39          8.2         8.2            

외래 환자 2 411        86.7       86.7          

낮 병원 환자 3 22        4.6        4.6           낮 병원 환자 3 22        4.6        4.6           

무응답 9 2            0.4         0.4            

474        100.0     100.0        

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성 1 273        57.6       57.6          

여성 2 196        41.4       41.4          

1. 귀하의 성별은?

무응답 9 5            1.1         1.1            

474        100.0     100.0        

q2 응답자 연령 (세)

2 귀하의 나이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8세 18 3            0.6         0.6            

19세 19 3            0.6         0.6            

20세 20 4            0.8         0.8            

2. 귀하의 나이는?

21세 21 3            0.6         0.6            

22세 22 2            0.4         0.4            

23세 23 7            1.5         1.5            

24세 24 4            0.8         0.8            

25세 25 9 1 9 1 925세 25 9          1.9        1.9           

26세 26 8            1.7         1.7            

27세 27 12          2.5         2.5            

28세 28 21          4.4         4.4            

29세 29 21          4.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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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30 10          2.1         2.1            

2

31세 31 13          2.7         2.7            

32세 32 19          4.0         4.0            

33세 33 13          2.7         2.7            

34세 34 14          3.0         3.0            

35세 35 23          4.9         4.9            

36세 36 20          4.2         4.2            

37세 37 11          2.3         2.3            

38세 38 17          3.6         3.6            

39세 39 23          4.9         4.9            

40세 40 12 2 5 2 540세 40 12        2.5        2.5           

41세 41 17          3.6         3.6            

42세 42 13          2.7         2.7            

43세 43 14          3.0         3.0            

44세 44 13          2.7         2.7            

45세 45 7            1.5         1.5            

46세 46 14          3.0         3.0            

47세 47 13          2.7         2.7            

48세 48 14          3.0         3.0            

49세 49 17          3.6         3.6            49세 49 17        3.6        3.6           

50세 50 8            1.7         1.7            

51세 51 8            1.7         1.7            

52세 52 5            1.1         1.1            

53세 53 11          2.3         2.3            

54세 54 11 2 3 2 354세 54 11          2.3         2.3            

55세 55 3            0.6         0.6            

56세 56 5            1.1         1.1            

57세 57 6            1.3         1.3            

58세 58 5            1.1         1.1            

59세 59 2            0.4         0.4            

60세 60 3            0.6         0.6            

61세 61 1            0.2         0.2            

62세 62 2            0.4         0.4            

63세 63 1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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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64 3            0.6         0.6            

3

65세 65 1            0.2         0.2            

66세 66 1            0.2         0.2            

68세 68 1            0.2         0.2            

무응답 99 3            0.6         0.6            

474        100.0     100.0        

q3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 귀하의 학력은?

수값 퍼 유 퍼

무학 1 5            1.1         1.1            

초등 졸업(중퇴포함) 2 31          6.5         6.5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3 35          7.4         7.4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4 260        54.9       54.9          

전문대 졸업 5 59 12 4 12 4전문대 졸업 5 59          12.4       12.4          

대학교 졸업(중퇴포함) 6 74          15.6       15.6          

대학원 졸업 이상 7 5            1.1         1.1            

기타 8 2            0.4         0.4            

무응답 9 3            0.6         0.6            

474        100.0     100.0        

q4_1 진단명1: 정신분열병

4. 귀하의 진단명은?
1) 정신분열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50        31.6       31.6          

그렇다 1 320        67.5       67.5          

무응답 9 4            0.8         0.8            

) 정 분열병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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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4_2 진단명2: 조울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21 88 8 88 8

4. 귀하의 진단명은?
2) 조울병

아니다 0 421      88.8      88.8         

그렇다 1 48          10.1       10.1          

무응답 9 5            1.1         1.1            

474        100.0     100.0        

q4_3 진단명3: 우울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27 90 1 90 1

4. 귀하의 진단명은?
3) 우울증

아니다 0 427      90.1      90.1         

그렇다 1 43          9.1         9.1            

무응답 9 4            0.8         0.8            

474        100.0     100.0        

q4_4 진단명4: 알코올중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47 94 3 94 3

4. 귀하의 진단명은?
4) 알코올 중독(물질관련장애)

아니다 0 447      94.3      94.3         

그렇다 1 23          4.9         4.9            

무응답 9 4            0.8         0.8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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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4_5 진단명5: 정신지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51 95 1 95 1

4. 귀하의 진단명은?
5) 정신지체

아니다 0 451      95.1      95.1         

그렇다 1 19          4.0         4.0            

무응답 9 4            0.8         0.8            

474        100.0     100.0        

q4_6 진단명6: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34 91 6 91 6

4. 귀하의 진단명은?
6) 기타

아니다 0 434      91.6      91.6         

그렇다 1 36          7.6         7.6            

무응답 9 4            0.8         0.8            

474        100.0     100.0        

q4_6a 진단명6: 기타 내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451 95 1 95 1

4. 귀하의 진단명은?
: 기타 내용

 451      95.1      95.1         

간질 3            0.6         0.6            

강박불안 1            0.2         0.2            

강박사고 1            0.2         0.2            

강박증 1            0.2         0.2            

결벽증 1            0.2         0.2            

경기 1            0.2         0.2            

공황장애 1            0.2         0.2            

과민대장 1            0.2         0.2            

노이로제 1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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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1            0.2         0.2            

6

분열정동 1            0.2         0.2            

불면증 1            0.2         0.2            

사고장애 1            0.2         0.2            

신경성 1            0.2         0.2            

정동장애 1            0.2         0.2            

정신장애 2            0.4         0.4            

정신증 1            0.2         0.2            

편집증 1            0.2         0.2            

환시환청 1            0.2         0.2            

환청 1 0 2 0 2환청 1          0.2        0.2           

474        100.0     100.0        

q5 정신병원 최초 이용 당시 연령 (세)

5 귀하께서 정신적인 문제로 처음 정신병원을 이용한 나이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세 3 1            0.2         0.2            

5세 5 2            0.4         0.4            

10세 10 4 0 8 0 8

5. 귀하께서 정신적인 문제로 처음 정신병원을 이용한 나이는?

10세 10 4          0.8        0.8           

13세 13 1            0.2         0.2            

14세 14 6            1.3         1.3            

15세 15 13          2.7         2.7            

16세 16 8            1.7         1.7            

17세 17 13          2.7         2.7            

18세 18 30          6.3         6.3            

19세 19 21          4.4         4.4            

20세 20 34          7.2         7.2            

21세 21 20          4.2         4.2            21세 21 20        4.2        4.2           

22세 22 19          4.0         4.0            

23세 23 24          5.1         5.1            

24세 24 17          3.6         3.6            

25세 25 21          4.4         4.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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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26 14          3.0         3.0            

7

27세 27 18          3.8         3.8            

28세 28 10          2.1         2.1            

29세 29 17          3.6         3.6            

30세 30 30          6.3         6.3            

31세 31 14          3.0         3.0            

32세 32 9            1.9         1.9            

33세 33 11          2.3         2.3            

34세 34 6            1.3         1.3            

35세 35 10          2.1         2.1            

36세 36 7 1 5 1 536세 36 7          1.5        1.5           

37세 37 8            1.7         1.7            

38세 38 8            1.7         1.7            

39세 39 7            1.5         1.5            

40세 40 10          2.1         2.1            

41세 41 4            0.8         0.8            

42세 42 2            0.4         0.4            

43세 43 4            0.8         0.8            

44세 44 1            0.2         0.2            

45세 45 5            1.1         1.1            45세 45 5          1.1        1.1           

46세 46 5            1.1         1.1            

47세 47 6            1.3         1.3            

48세 48 2            0.4         0.4            

49세 49 2            0.4         0.4            

51세 51 1 0 2 0 251세 51 1            0.2         0.2            

53세 53 1            0.2         0.2            

54세 54 1            0.2         0.2            

58세 58 1            0.2         0.2            

59세 59 1            0.2         0.2            

60세 60 2            0.4         0.4            

무응답 99 23          4.9         4.9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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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6_1 삶의 질1: 아플 때 치료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 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1) 나는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108        22.8       22.8          

다소 그렇지 않다 2 86          18.1       18.1          

보통이다 3 131        27.6       27.6          

다소 그렇다 4 91          19.2       19.2          

매우 그렇다 5 55        11.6      11.6         매우 그렇다 5 55        11.6      11.6         

무응답 9 3            0.6         0.6            

474        100.0     100.0        

q6_2 삶의 질2: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만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5        26.4       26.4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2) 나의 경제적 능력에 만족한다.

다소 그렇지 않다 2 124        26.2       26.2          

보통이다 3 123        25.9       25.9          

다소 그렇다 4 65          13.7       13.7          

매우 그렇다 5 35          7.4         7.4            

무응답 9 2            0.4         0.4            무응답

474        100.0     100.0        

q6_3 삶의 질3: 쇼핑, 외식, 취미생활 등을 할 경제적 능력 보유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0        25.3       25.3          

다소 그렇지 않다 2 134        28.3       28.3          

하십시오.
3) 나는 쇼핑, 외식,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8



A1-2008-0127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08

보통이다 3 120        25.3       25.3          

9

다소 그렇다 4 60          12.7       12.7          

매우 그렇다 5 36          7.6         7.6            

무응답 9 4            0.8         0.8            

474        100.0     100.0        

q6_4 삶의 질4: 충분한 용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4) 나의 용돈은 충분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90          19.0       19.0          

다소 그렇지 않다 2 133        28.1       28.1          

보통이다 3 142        30.0       30.0          

다소 그렇다 4 64          13.5       13.5          

매우 렇다매우 그렇다 5 42          8.9         8.9            

무응답 9 3            0.6         0.6            

474        100.0     100.0        

q6_5 삶의 질5: 충분한 기본생활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5        22.2       22.2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5) 나는 의식주에 들어가는 기본 생활비가 충분하다.

혀 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2 131        27.6       27.6          

보통이다 3 132        27.8       27.8          

다소 그렇다 4 59          12.4       12.4          

매우 그렇다 5 38          8.0         8.0            

무응답 9 9 1 9 1 9무응답 9 9          1.9        1.9           

474        100.0     1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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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6_6 삶의 질6: 주위 사람들과 가까이 지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6) 나는 개인적인 문제를 서로 의논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주위 사람들과 가깝게 지낸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60          12.7       12.7          

다소 그렇지 않다 2 95          20.0       20.0          

보통이다 3 161        34.0       34.0          

다소 그렇다 4 99          20.9       20.9          

매우 그렇다 5 56        11.8      11.8         매우 그렇다 5 56        11.8      11.8         

무응답 9 3            0.6         0.6            

474        100.0     100.0        

q6_7 삶의 질7: 마음이 편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5          11.6       11.6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7) 나는 마음이 편하다.

다소 그렇지 않다 2 86          18.1       18.1          

보통이다 3 165        34.8       34.8          

다소 그렇다 4 87          18.4       18.4          

매우 그렇다 5 79          16.7       16.7          

무응답 9 2            0.4         0.4            무응답

474        100.0     100.0        

q6_8 삶의 질8: 집중이 잘됨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0          10.5       10.5          

다소 그렇지 않다 2 117        24.7       24.7          

하십시오.
8) 나는 집중이 잘 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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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3 149        31.4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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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그렇다 4 88          18.6       18.6          

매우 그렇다 5 66          13.9       13.9          

무응답 9 4            0.8         0.8            

474        100.0     100.0        

q6_9 삶의 질9: 힘과 생기가 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9) 나의 몸에는 힘과 생기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0          10.5       10.5          

다소 그렇지 않다 2 78          16.5       16.5          

보통이다 3 177        37.3       37.3          

다소 그렇다 4 98          20.7       20.7          

매우 렇다매우 그렇다 5 61          12.9       12.9          

무응답 9 10          2.1         2.1            

474        100.0     100.0        

q6_10 삶의 질10: 대체로 행복감을 느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5          9.5         9.5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10) 나는 대체로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혀 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2 79          16.7       16.7          

보통이다 3 169        35.7       35.7          

다소 그렇다 4 112        23.6       23.6          

매우 그렇다 5 58          12.2       12.2          

무응답 9 11 2 3 2 3무응답 9 11        2.3        2.3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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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11 삶의 질11: 식욕이 좋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11) 나는 식욕이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19          4.0         4.0            

다소 그렇지 않다 2 48          10.1       10.1          

보통이다 3 180        38.0       38.0          

다소 그렇다 4 112        23.6       23.6          

매우 그렇다 5 112      23.6      23.6         매우 그렇다 5 112      23.6      23.6         

무응답 9 3            0.6         0.6            

474        100.0     100.0        

q6_12 삶의 질12: 밤에 잠을 잘 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8          8.0         8.0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12) 나는 밤에 잠을 잘 잔다.

다소 그렇지 않다 2 50          10.5       10.5          

보통이다 3 144        30.4       30.4          

다소 그렇다 4 124        26.2       26.2          

매우 그렇다 5 115        24.3       24.3          

무응답 9 3            0.6         0.6            무응답

474        100.0     100.0        

q6_13 삶의 질13: 몸놀림이 자연스러움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1          6.5         6.5            

다소 그렇지 않다 2 73          15.4       15.4          

하십시오.
13) 나의 몸놀림은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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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3 183        38.6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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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그렇다 4 108        22.8       22.8          

매우 그렇다 5 73          15.4       15.4          

무응답 9 6            1.3         1.3            

474        100.0     100.0        

q6_14 삶의 질14: 몸이 편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14) 나의 몸놀림은 자연스럽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9          8.2         8.2            

다소 그렇지 않다 2 78          16.5       16.5          

보통이다 3 193        40.7       40.7          

다소 그렇다 4 89          18.8       18.8          

매우 렇다매우 그렇다 5 67          14.1       14.1          

무응답 9 8            1.7         1.7            

474        100.0     100.0        

q6_15 삶의 질15: 양호한 건강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1          8.6         8.6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15) 나의 신체 건강상태는 양호하다.

혀 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2 58          12.2       12.2          

보통이다 3 185        39.0       39.0          

다소 그렇다 4 97          20.5       20.5          

매우 그렇다 5 85          17.9       17.9          

무응답 9 8 1 7 1 7무응답 9 8          1.7        1.7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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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16 삶의 질16: 이성과 친밀한 관계 맺고 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16) 나는 이성(배우자, 애인, 이성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158        33.3       33.3          

다소 그렇지 않다 2 114        24.1       24.1          

보통이다 3 107        22.6       22.6          

다소 그렇다 4 48          10.1       10.1          

매우 그렇다 5 43        9.1        9.1           매우 그렇다 5 43        9.1        9.1           

무응답 9 4            0.8         0.8            

474        100.0     100.0        

q6_17 삶의 질17: 동호회, 친목회, 동창회 등에 참석하며 교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71        36.1       36.1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17) 나는 동호회, 친목회, 동창회 등에 참석하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다.

다소 그렇지 않다 2 117        24.7       24.7          

보통이다 3 102        21.5       21.5          

다소 그렇다 4 40          8.4         8.4            

매우 그렇다 5 40          8.4         8.4            

무응답 9 4            0.8         0.8            무응답

474        100.0     100.0        

q6_18 삶의 질18: 일상생활(보건센터, 학교, 직장)에서 양호하게 기능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0          8.4         8.4            

다소 그렇지 않다 2 54          11.4       11.4          

하십시오.
18) 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고, 작업장 혹은 직장 혹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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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3 154        32.5       32.5          

15

다소 그렇다 4 117        24.7       24.7          

매우 그렇다 5 102        21.5       21.5          

무응답 9 7            1.5         1.5            

474        100.0     100.0        

q6_19 삶의 질19: 일상생활(보건센터, 학교, 직장)에서 잠재력 발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19) 나는 정신보건센터 내 혹은 작업장(직장), 학교에서 나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3          11.2       11.2          

다소 그렇지 않다 2 82          17.3       17.3          

보통이다 3 179        37.8       37.8          

다소 그렇다 4 89          18.8       18.8          

매우 렇다매우 그렇다 5 65          13.7       13.7          

무응답 9 6            1.3         1.3            

474        100.0     100.0        

q6_20 삶의 질20: 일상생활(보건센터, 학교, 직장)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만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9          10.3       10.3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20) 나는 정신보건센터 내 혹은 작업장(직장), 학교에서 나의 역할에 만족한다.

혀 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2 72          15.2       15.2          

보통이다 3 185        39.0       39.0          

다소 그렇다 4 94          19.8       19.8          

매우 그렇다 5 68          14.3       14.3          

무응답 9 6 1 3 1 3무응답 9 6          1.3        1.3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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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1 삶의 질21: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21) 나는 사람들과 어울림이 없이 혼자 지낸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96          20.3       20.3          

다소 그렇지 않다 2 113        23.8       23.8          

보통이다 3 159        33.5       33.5          

다소 그렇다 4 48          10.1       10.1          

매우 그렇다 5 53        11.2      11.2         매우 그렇다 5 53        11.2      11.2         

무응답 9 5            1.1         1.1            

474        100.0     100.0        

q6_22 삶의 질22: 앞날이 어둡게 느껴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3        21.7       21.7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22) 나는 앞날이 어둡게 느껴진다.

다소 그렇지 않다 2 94          19.8       19.8          

보통이다 3 133        28.1       28.1          

다소 그렇다 4 94          19.8       19.8          

매우 그렇다 5 44          9.3         9.3            

무응답 9 6            1.3         1.3            무응답

474        100.0     100.0        

q6_23 삶의 질23: 감정이 메마름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7        26.8       26.8          

다소 그렇지 않다 2 110        23.2       23.2          

하십시오.
23) 나의 감정이 메말라 있어 기쁨이나 슬픔 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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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3 129        27.2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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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그렇다 4 74          15.6       15.6          

매우 그렇다 5 31          6.5         6.5            

무응답 9 3            0.6         0.6            

474        100.0     100.0        

q6_24 삶의 질24: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 저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24) 나는 일상생활에 흥미가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8        22.8       22.8          

다소 그렇지 않다 2 98          20.7       20.7          

보통이다 3 158        33.3       33.3          

다소 그렇다 4 75          15.8       15.8          

매우 렇다매우 그렇다 5 32          6.8         6.8            

무응답 9 3            0.6         0.6            

474        100.0     100.0        

q6_25 삶의 질25: 생각의 혼란, 정리 잘 안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0        21.1       21.1          

6.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25) 나는 생각이 혼란스럽고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혀 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2 87          18.4       18.4          

보통이다 3 134        28.3       28.3          

다소 그렇다 4 99          20.9       20.9          

매우 그렇다 5 52          11.0       11.0          

무응답 9 2 0 4 0 4무응답 9 2          0.4        0.4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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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1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만족도1: 문제이해를 위한 도움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7. 다음은 귀하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신
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1) 정신건강서비스가 귀하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1 26          5.5         5.5            

대체로 도움되지 않는다 2 45          9.5         9.5            

약간 도움된다 3 214        45.1       45.1          

매우 도움된다 4 189        39.9       39.9          

474        100.0     100.0        474      100.0    100.0       

q7_2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만족도2: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 수준

7. 다음은 귀하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신
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2) 정신건강 서비스가 귀하의 문제를 다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1 17          3.6         3.6            

대체로 도움되지 않는다 2 47          9.9         9.9            

약간 도움된다 3 249        52.5       52.5          

매우 움된다매우 도움된다 4 159        33.5       33.5          

무응답 9 2            0.4         0.4            

474        100.0     100.0        

q7_3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만족도3: 타인과 어울리는데 도움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1 29          6.1         6.1            

7. 다음은 귀하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신
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3) 정신건강 서비스가 귀하가 타인과 어울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대체로 도움되지 않는다 2 55          11.6       11.6          

약간 도움된다 3 233        49.2       49.2          

매우 도움된다 4 155        32.7       32.7          

무응답 9 2            0.4         0.4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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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4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만족도4: 전반적인 도움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1 18 3 8 3 8

7. 다음은 귀하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신
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4) 정신건강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1 18        3.8        3.8           

대체로 도움되지 않는다 2 46          9.7         9.7            

약간 도움된다 3 240        50.6       50.6          

매우 도움된다 4 167        35.2       35.2          

무응답 9 3            0.6         0.6            

474        100.0     100.0        

q7_5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만족도5: 서비스 필요 시 이용가능 수준

7. 다음은 귀하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신
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5) 정신건강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어느 정도로 이용가능합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어렵다 1 32          6.8         6.8            

다소 어렵다 2 127        26.8       26.8          

대체로 쉽다 3 231        48.7       48.7          

5) 정신건강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어느 정도로 이용가능합니까?

매우 쉽다 4 81          17.1       17.1          

무응답 9 3            0.6         0.6            

474        100.0     100.0        

q7_6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만족도6: 서비스 이용 접근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어렵다 1 25          5.3         5.3            

7. 다음은 귀하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신
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6)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소 어렵다 2 117        24.7       24.7          

대체로 쉽다 3 224        47.3       47.3          

매우 쉽다 4 101        21.3       21.3          

무응답 9 7            1.5         1.5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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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7 정신보건센터 직원 친절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7. 다음은 귀하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신
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7-1.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직원들은 친절합니까?

매우 불친절하다 1 12          2.5         2.5            

약간 불친절하다 2 51          10.8       10.8          

대체로 친절한 편이다 3 249        52.5       52.5          

매우 친절하다 4 129        27.2       27.2          

무응답 9 33        7.0        7.0           무응답 9 33        7.0        7.0           

474        100.0     100.0        

q7_8 필요하지만 정신보건센터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7. 다음은 귀하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신
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많다 1 26          5.5         5.5            

대체로 많다 2 84          17.7       17.7          

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 위에 ○ 표 하십시오
7-2. 필요하다고 인지하지만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는 어느정도입니까?

대체로 제공된다 3 232        48.9       48.9          

거의 제공된다 4 96          20.3       20.3          

무응답 9 36          7.6         7.6            

474        100.0     100.0        

q8_1 정신보건센터 특성1: 회원들은 센터 프로그램에 열성적임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1) 회원들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16        24.5       24.5          

그렇다 1 356        75.1       75.1          

무응답 9 2            0.4         0.4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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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2 정신보건센터 특성2: 좀 더 건강한 회원이 약한 회원을 돌보아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2) 좀 더 건강한 회원이 그렇지 못한 회원을 돌보거나 도와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09        23.0       23.0          

그렇다 1 361        76.2       76.2          

무응답 9 4            0.8         0.8            

474        100.0     100.0        

q8_3 정신보건센터 특성3: 회원끼리 서로 감정을 숨김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3) 회원들은 서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39        50.4       50.4          

그렇다 1 229        48.3       48.3          

무응답 9 6            1.3         1.3            

3) 회원들은 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

474        100.0     100.0        

q8_3_1 정신보건센터 특성3: 회원끼리 서로 감정을 숨김 (역코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29 48 3 48 3그렇지 않다 0 229      48.3      48.3         

그렇다 1 239        50.4       50.4          

무응답 9 6            1.3         1.3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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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4 정신보건센터 특성4: 회원의 프로그램 참여는 중요치 않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4) 정신보건센터 내  프로그램에서 회원의 참여는 중요하지 않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377        79.5       79.5          

그렇다 1 90          19.0       19.0          

무응답 9 7            1.5         1.5            

474        100.0     100.0        

q8_4_1 정신보건센터 특성4: 회원의 프로그램 참여는 중요치 않음 (역코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90          19.0       19.0          

그렇다 1 377 79.5 79.5그렇다 1 377      79.5      79.5         

무응답 9 7            1.5         1.5            

474        100.0     100.0        

q8_5 정신보건센터 특성5: 프로그램은 새로운 다양한 직업훈련 강조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78 37 6 37 6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5) 정신보건센터 내 프로그램에서는 새로운 다양한 직업 훈련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다 0 178      37.6      37.6         

그렇다 1 286        60.3       60.3          

무응답 9 10          2.1         2.1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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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6 정신보건센터 특성6: 회원들은 서로 성생활을 얘기하지 않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6) 회원들은 그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0 147        31.0       31.0          

그렇다 1 324        68.4       68.4          

무응답 9 3            0.6         0.6            

474        100.0     100.0        

q8_6_1 정신보건센터 특성6: 회원들은 서로 성생활을 얘기하지 않음 (역코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324        68.4       68.4          

그렇다 1 147        31.0       31.0          

무응답 9 3            0.6         0.6            

474        100.0     100.0        

q8_7 정신보건센터 특성7: 서로 논쟁이 어려운 분위기임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34        49.4       49.4          

그렇다 1 232 48 9 48 9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7) 여기서는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이다

그렇다 1 232      48.9      48.9         

무응답 9 8            1.7         1.7            

474        100.0     100.0        

q8_7_1 정신보건센터 특성7: 서로 논쟁이 어려운 분위기임 (역코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32        48.9       48.9          

그렇다 1 234        49.4       49.4          

무응답 9 8            1.7         1.7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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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8 정신보건센터 특성8: 회원의 활동은 신중히 계획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8) 회원들의 활동은 신중하게 계획되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35        28.5       28.5          

그렇다 1 329        69.4       69.4          

무응답 9 10          2.1         2.1            

474        100.0     100.0        

q8_9 정신보건센터 특성9: 회원들의 기관규칙 이해수준은 높음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9) 회원들은 정신보건센터의 규칙을 잘 알고 있다. (규칙을 위반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26        26.6       26.6          

그렇다 1 344        72.6       72.6          

무응답 9 4 0 8 0 8

) 회 들 정 터의 규칙을 잘 알 있다 (규칙을 위 하 어떠 과가 래될지
알고 있다)

무응답 9 4          0.8        0.8           

474        100.0     100.0        

q8_10 정신보건센터 특성10: 세워진 계획은 반드시 따라야 함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65        34.8       34.8          

그렇다 1 303 63 9 63 9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10) 계획이 한번 세워지면 회원들은 반드시 그것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 1 303      63.9      63.9         

무응답 9 6            1.3         1.3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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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11 정신보건센터 특성11: 활기가 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11) 이곳은 활기 있는 장소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20        25.3       25.3          

그렇다 1 345        72.8       72.8          

무응답 9 9            1.9         1.9            

474        100.0     100.0        

q8_12 정신보건센터 특성12: 직원들은 회원들의 용기를 북돋지 않음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12) 직원들이 회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384        81.0       81.0          

그렇다 1 83          17.5       17.5          

무응답 9 7            1.5         1.5            

12) 직원들이 회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474        100.0     100.0        

q8_12_1 정신보건센터 특성12: 직원들은 회원들의 용기를 북돋지 않음 (역코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83 17 5 17 5그렇지 않다 0 83        17.5      17.5         

그렇다 1 384        81.0       81.0          

무응답 9 7            1.5         1.5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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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13 정신보건센터 특성13: 회원들은 직원에게 하고싶은 말을 다 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13) 회원들은 직원에게 하고 싶은 어떤 말이든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97        41.6       41.6          

그렇다 1 262        55.3       55.3          

무응답 9 15          3.2         3.2            

474        100.0     100.0        

q8_14 정신보건센터 특성14: 회원들은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서는 센터를 떠날 수 없음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14) 회원들은 어디에 갈 것인지 말하지 않고서는 정신보건센터를 떠날 수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21        46.6       46.6          

그렇다 1 241        50.8       50.8          

무응답 9 12          2.5         2.5            

14) 회원들은 어디에 갈 것인지 말하지 않고서는 정신보건센터를 떠날 수 없다

474        100.0     100.0        

q8_15 정신보건센터 특성15: 회원들의 실질적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교육이 강조됨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62        34.2       34.2          

그렇다 1 300        63.3       63.3          

기 바랍니다.
15) 여기에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 문제 해결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강조된다.

무응답 9 12          2.5         2.5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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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16 정신보건센터 특성16: 회원들이 개인적 문제를 서로 상의하도록 격려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16) 회원들은 개인적 문제들에 관해서 서로 상의하도록 기대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51        31.9       31.9          

그렇다 1 313        66.0       66.0          

무응답 9 10          2.1         2.1            

474        100.0     100.0        

q8_17 정신보건센터 특성17: 회원들은 종종 직원들을 비난하거나 농담함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17) 회원들은 종종 직원들에 대해 비난하거나 농담을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86        60.3       60.3          

그렇다 1 178        37.6       37.6          

무응답 9 10          2.1         2.1            

17) 회원들은 종종 직원들에 대해 비난하거나 농담을 한다

474        100.0     100.0        

q8_17_1 정신보건센터 특성17: 회원들은 종종 직원들을 비난하거나 농담함 (역코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78 37 6 37 6그렇지 않다 0 178      37.6      37.6         

그렇다 1 286        60.3       60.3          

무응답 9 10          2.1         2.1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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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18 정신보건센터 특성18: 프로그램이 잘 조직화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18) 이 정신보건센터는 매우 잘 조직화된 프로그램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08        22.8       22.8          

그렇다 1 360        75.9       75.9          

무응답 9 6            1.3         1.3            

474        100.0     100.0        

q8_19 정신보건센터 특성19: 프로그램 변경 시 직원들은 이유를 항상 말해줌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19) 회원의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직원은 항상 그 이유를 말해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86          18.1       18.1          

그렇다 1 377        79.5       79.5          

무응답 9 11          2.3         2.3            

19) 회원의 프 그램이 변경되면, 직원은 항상 그 이유를 말해준다

474        100.0     100.0        

q8_20 정신보건센터 특성20: 회원특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처벌하는 경우는 드뭄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26        26.6       26.6          

그렇다 1 327        69.0       69.0          

기 바랍니다.
20) 직원들이 회원들의 특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

무응답 9 21          4.4         4.4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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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20_1 정신보건센터 특성20: 회원특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처벌하는 경우는 드뭄 (역코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327        69.0       69.0          

그렇다 1 126        26.6       26.6          

무응답 9 21          4.4         4.4            

474        100.0     100.0        

q8_21 정신보건센터 특성21: 회원들은 센터에서의 생활을 자랑스러워 함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11        44.5       44.5          

그렇다 1 253        53.4       53.4          

무응답 9 10 2 1 2 1

기 바랍니다.
21) 회원들은 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

무응답 9 10        2.1        2.1           

474        100.0     100.0        

q8_22 정신보건센터 특성22: 회원들 간 서로 돕지 않음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327        69.0       69.0          

그렇다 1 139        29.3       29.3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22) 회원들 간에 서로 돕는 경우는 드물다.

무응답 9 8            1.7         1.7            

474        100.0     100.0        

q8_22_1 정신보건센터 특성22: 회원들 간 서로 돕지 않음 (역코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변수값 빈 퍼센 유 퍼센

그렇지 않다 0 139        29.3       29.3          

그렇다 1 327        69.0       69.0          

무응답 9 8            1.7         1.7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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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23 정신보건센터 특성23: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23) 여기에서는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를 말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53        53.4       53.4          

그렇다 1 215        45.4       45.4          

무응답 9 6            1.3         1.3            

474        100.0     100.0        

q8_23_1 정신보건센터 특성23: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임 (역코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15        45.4       45.4          

그렇다 1 253 53.4 53.4그렇다 1 253      53.4      53.4         

무응답 9 6            1.3         1.3            

474        100.0     100.0        

q8_24 정신보건센터 특성24: 회원들의 리더십 격려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65 34 8 34 8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24) 회원들은 여기서 리더십을 가지도록 기대된다.

그렇지 않다 0 165      34.8      34.8         

그렇다 1 303        63.9       63.9          

무응답 9 6            1.3         1.3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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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25 정신보건센터 특성25: 회원들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격려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25) 회원들은 미래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기대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57        33.1       33.1          

그렇다 1 306        64.6       64.6          

무응답 9 11          2.3         2.3            

474        100.0     100.0        

q8_26 정신보건센터 특성26: 회원들에게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음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26) 직원들이 회원들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20        46.4       46.4          

그렇다 1 244        51.5       51.5          

무응답 9 10          2.1         2.1            

26) 직원들이 회원들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474        100.0     100.0        

q8_26_1 정신보건센터 특성26: 회원들에게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음 (역코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44 51 5 51 5그렇지 않다 0 244      51.5      51.5         

그렇다 1 220        46.4       46.4          

무응답 9 10          2.1         2.1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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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27 정신보건센터 특성27: 다툼이 드묾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27) 회원들이 여기서 다투는 경우는 드물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59        33.5       33.5          

그렇다 1 309        65.2       65.2          

무응답 9 6            1.3         1.3            

474        100.0     100.0        

q8_28 정신보건센터 특성28: 직원들은 이곳이 멋진 장소라 확신함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28) 직원들은 여기가 멋진 장소라고 확신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08        43.9       43.9          

그렇다 1 254        53.6       53.6          

무응답 9 12          2.5         2.5            

28) 직원들은 여기가 멋진 장소라고 확신한다.

474        100.0     100.0        

q8_29 정신보건센터 특성29: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음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333        70.3       70.3          

그렇다 1 131        27.6       27.6          

기 바랍니다.
29) 직원들이 회원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경우는 드물다.

무응답 9 10          2.1         2.1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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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29_1 정신보건센터 특성29: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음 (역코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31        27.6       27.6          

그렇다 1 333        70.3       70.3          

무응답 9 10          2.1         2.1            

474        100.0     100.0        

q8_30 정신보건센터 특성30: 규칙위반 회원은 징계받음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20        25.3       25.3          

그렇다 1 342        72.2       72.2          

기 바랍니다.
30) 규칙을 위반한 회원들은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

무응답 9 12          2.5         2.5            

474        100.0     100.0        

q8_31 정신보건센터 특성31: 프로그램에서 집단의식, 소속감이 없음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렇다 생각하시면 렇다 에 렇지 않다라 생각하시면 렇지 않다 에 해주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335        70.7       70.7          

그렇다 1 125 26 4 26 4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31) 프로그램에서 집단의식이나 소속감은 거의 없다.

그렇다 1 125      26.4      26.4         

무응답 9 14          3.0         3.0            

474        100.0     100.0        

q8_31_1 정신보건센터 특성31: 프로그램에서 집단의식, 소속감이 없음 (역코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25        26.4       26.4          

그렇다 1 335        70.7       70.7          

무응답 9 14          3.0         3.0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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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32 정신보건센터 특성32: 직원들은 회원의 사후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짐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32) 직원들은 회원이 프로그램을 그만두게 되면 회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갖는
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46        30.8       30.8          

그렇다 1 314        66.2       66.2          

무응답 9 14          3.0         3.0            

474 100 0 100 0474      100.0    100.0       

q8_33 정신보건센터 특성33: 직원이 있을 때 회원들은 말조심함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62        34.2       34.2          

그렇다 1 304        64.1       64.1          

무응답 9 8 1 7 1 7

33) 회원들은 직원들이 주위에 있을 때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신경을 쓴다.

무응답 9 8          1.7        1.7           

474        100.0     100.0        

q8_34 정신보건센터 특성34: 직원들은 회원의 비평을 격려하지 않음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52        53.2       53.2          

그렇다 1 204 43 0 43 0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34) 직원들은 회원이 비평하는 것을 격려하지 않는다.

그렇다 1 204      43.0      43.0         

무응답 9 18          3.8         3.8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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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34_1 정신보건센터 특성34: 직원들은 회원의 비평을 격려하지 않음 (역코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04        43.0       43.0          

그렇다 1 252        53.2       53.2          

무응답 9 18          3.8         3.8            

474        100.0     100.0        

q8_35 정신보건센터 특성35: 회원들은 기관을 떠난 후의 계획에 대해 얘기하지 않음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60        54.9       54.9          

그렇다 1 204        43.0       43.0          

기 바랍니다.
35) 회원들이 여기를 떠나고 난 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다

무응답 9 10          2.1         2.1            

474        100.0     100.0        

q8_35_1 정신보건센터 특성35: 회원들은 기관을 떠난 후의 계획에 대해 얘기하지 않음 (역코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04        43.0       43.0          

그렇다 1 260        54.9       54.9          

무응답 9 10          2.1         2.1            

474        100.0     100.0        

q8_36 정신보건센터 특성36: 회원끼리의 개인적 문제공유가 기대됨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36) 회원들은 서로 개인적인 문제를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63        34.4       34.4          

그렇다 1 302        63.7       63.7          

무응답 9 9            1.9         1.9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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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37 정신보건센터 특성37: 때때로 직원끼리 공개적 논쟁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37) 직원들은 때때로 서로 공개적으로 논쟁을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312        65.8       65.8          

그렇다 1 150        31.6       31.6          

무응답 9 12          2.5         2.5            

474        100.0     100.0        

q8_38 정신보건센터 특성38: 기관이 혼잡해 보임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38) 이곳은 대개 다소 혼잡해 보인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285        60.1       60.1          

그렇다 1 183        38.6       38.6          

무응답 9 6            1.3         1.3            

38) 이곳은 대개 다소 혼잡해 보인다.

474        100.0     100.0        

q8_38_1 정신보건센터 특성38: 기관이 혼잡해 보임 (역코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83 38 6 38 6그렇지 않다 0 183      38.6      38.6         

그렇다 1 285        60.1       60.1          

무응답 9 6            1.3         1.3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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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39 정신보건센터 특성39: 기관의 규칙에 대한 회원의 이해도는 높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39) 기관의 규칙을 회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10        23.2       23.2          

그렇다 1 354        74.7       74.7          

무응답 9 10          2.1         2.1            

474        100.0     100.0        

q8_40 정신보건센터 특성40: 회원간 다툰다면 직원의 처벌이 이루어짐

8.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에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40) 한 회원이 다른 회원과 다툰다면, 그는 직원에게 처벌을 받을 것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0 143        30.2       30.2          

그렇다 1 320        67.5       67.5          

무응답 9 11          2.3         2.3            

40) 한 회원이 다른 회원과 다툰다면, 그는 직원에게 처벌을 받을 것이다

47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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