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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학교 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1 3,185     36.4 36.4

중학교 2 2,986     34.1 34.1

일반계고등학교 3 1,990     22.8 22.8

전문계고등학교 4 584        6.7 6.7

8,745     100.0 100.0

GRADE 응답자 학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학년 1 1,827     20.9 20.9

2학년 2 1,833     21.0 21.0

3학년 3 1,900     21.7 21.7

4학년 4 1,033     11.8 11.8

5학년 5 1,099     12.6 12.6

6학년 6 1,053     12.0 12.0

8,745     100.0 100.0

Q1_1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슬프지 않다 0 6,550     74.9 74.9

나는 슬프다 1 1,881     21.5 21.5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2 239        2.7 2.7

나는 매우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
다

3 73          .8 .8

무응답 9 2            .0 .0

8,745     100.0 100.0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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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2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담하지 않는다 0 5,751     65.8 65.8

나는 앞날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는다 1 2,500     28.6 28.6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 느낀다

2 376        4.3 4.3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103        1.2 1.2

무응답 9 15          .2 .2

8,745     100.0 100.0

Q1_3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0 6,582     75.3 75.3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1 1,423     16.3 16.3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 투성이인
것 같다

2 689        7.9 7.9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3 46          .5 .5

무응답 9 5            .1 .1

8,745     100.0 100.0

Q1_4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0 5,343     61.1 61.1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1 2,578     29.5 29.5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
지 못한다

2 616        7.0 7.0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3 199        2.3 2.3

무응답 9 9            .1 .1

8,745     100.0 100.0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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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5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0 6,565     75.1 75.1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1 1,893     21.6 21.6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2 219        2.5 2.5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3 61          .7 .7

무응답 9 7            .1 .1

8,745     100.0 100.0

Q1_6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0 5,980     68.4 68.4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1 2,230     25.5 25.5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2 331        3.8 3.8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3 196        2.2 2.2

무응답 9 8            .1 .1

8,745     100.0 100.0

Q1_7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0 5,508     63.0 63.0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1 2,631     30.1 30.1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2 503        5.8 5.8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3 95          1.1 1.1

무응답 9 8            .1 .1

8,745     100.0 100.0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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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8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8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0 5,569     63.7 63.7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1 2,710     31.0 31.0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
한다

2 366        4.2 4.2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모두 내 탓이다 3 88          1.0 1.0

무응답 9 12          .1 .1

8,745     100.0 100.0

Q1_9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9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0 5,755     65.8 65.8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
는 않을 것이다

1 2,481     28.4 28.4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2 423        4.8 4.8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3 83          .9 .9

무응답 9 3            .0 .0

8,745     100.0 100.0

Q1_10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1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평소 우는 것 보다 더 많이 울지는 않는
다

0 7,240     82.8 82.8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1 1,140     13.0 13.0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2 206        2.4 2.4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
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3 155        1.8 1.8

무응답 9 4            .0 .0

8,745     100.0 100.0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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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11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1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평소 짜증을 내는 것 보다 더 많이 짜증
을 내지는않는다

0 4,081     46.7 46.7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1 3,696     42.3 42.3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2 829        9.5 9.5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이 요즈음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3 135        1.5 1.5

무응답 9 4            .0 .0

8,745     100.0 100.0

Q1_12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1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
다

0 6,150     70.3 70.3

나는 전보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1 2,140     24.5 24.5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2 365        4.2 4.2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3 84          1.0 1.0

무응답 9 6            .1 .1

8,745     100.0 100.0

Q1_13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1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0 5,073     58.0 58.0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1 3,060     35.0 35.0

나는 전에 비해 결정 내리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2 541        6.2 6.2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3 65          .7 .7

무응답 9 6            .1 .1

8,745     100.0 100.0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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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14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1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
는다

0 5,900     67.5 67.5

나는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1 1,896     21.7 21.7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 651        7.4 7.4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3 287        3.3 3.3

무응답 9 11          .1 .1

8,745     100.0 100.0

Q1_15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1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0 6,194     70.8 70.8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1 2,191     25.1 25.1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
찍질해야만 한다

2 271        3.1 3.1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3 80          .9 .9

무응답 9 9            .1 .1

8,745     100.0 100.0

Q1_16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1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0 6,393     73.1 73.1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1 1,944     22.2 22.2

나는 전보다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2 289        3.3 3.3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
면 다시 잠들 수 없다

3 112        1.3 1.3

무응답 9 7            .1 .1

8,745     100.0 100.0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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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17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1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0 3,538     40.5 40.5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1 4,210     48.1 48.1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2 852        9.7 9.7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3 131        1.5 1.5

무응답 9 14          .2 .2

8,745     100.0 100.0

Q1_18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18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0 6,832     78.1 78.1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1 1,273     14.6 14.6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2 501        5.7 5.7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3 127        1.5 1.5

무응답 9 12          .1 .1

8,745     100.0 100.0

Q1_19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19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0 7,183     82.1 82.1

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1 1,248     14.3 14.3

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2 227        2.6 2.6

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3 79          .9 .9

무응답 9 8            .1 .1

8,745     100.0 100.0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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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20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2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0 7,073     80.9 80.9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
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1 1,519     17.4 17.4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생각하
기 힘들다

2 107        1.2 1.2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아무것
도 생각할수 없다

3 32          .4 .4

무응답 9 14          .2 .2

8,745     100.0 100.0

Q1_21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2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는 요즈음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0 7,363     84.2 84.2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1 766        8.8 8.8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2 310        3.5 3.5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3 294        3.4 3.4

무응답 9 12          .1 .1

8,745     100.0 100.0

Q2_1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1: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5,674     64.9 64.9

조금 느낌 1 2,620     30.0 30.0

상당히 느낌 2 381        4.4 4.4

심하게 느낌 3 66          .8 .8

무응답 9 4            .0 .0

8,745     100.0 100.0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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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2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2: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6,151     70.3 70.3

조금 느낌 1 2,251     25.7 25.7

상당히 느낌 2 263        3.0 3.0

심하게 느낌 3 74          .8 .8

무응답 9 6            .1 .1

8,745     100.0 100.0

Q2_3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3: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5,324     60.9 60.9

조금 느낌 1 2,705     30.9 30.9

상당히 느낌 2 574        6.6 6.6

심하게 느낌 3 131        1.5 1.5

무응답 9 11          .1 .1

8,745     100.0 100.0

Q2_4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4: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6,116     69.9 69.9

조금 느낌 1 1,903     21.8 21.8

상당히 느낌 2 544        6.2 6.2

심하게 느낌 3 164        1.9 1.9

무응답 9 18          .2 .2

8,745     100.0 100.0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4)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2)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3)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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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5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5,647     64.6 64.6

조금 느낌 1 2,183     25.0 25.0

상당히 느낌 2 652        7.5 7.5

심하게 느낌 3 250        2.9 2.9

무응답 9 13          .1 .1

8,745     100.0 100.0

Q2_6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6: 나는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4,663     53.3 53.3

조금 느낌 1 2,834     32.4 32.4

상당히 느낌 2 933        10.7 10.7

심하게 느낌 3 305        3.5 3.5

무응답 9 10          .1 .1

8,745     100.0 100.0

Q2_7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7: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5,663     64.8 64.8

조금 느낌 1 2,327     26.6 26.6

상당히 느낌 2 578        6.6 6.6

심하게 느낌 3 164        1.9 1.9

무응답 9 13          .1 .1

8,745     100.0 100.0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6) 나는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7)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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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8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8: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5,114     58.5 58.5

조금 느낌 1 2,772     31.7 31.7

상당히 느낌 2 650        7.4 7.4

심하게 느낌 3 194        2.2 2.2

무응답 9 15          .2 .2

8,745     100.0 100.0

Q2_9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9: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5,308     60.7 60.7

조금 느낌 1 2,388     27.3 27.3

상당히 느낌 2 745        8.5 8.5

심하게 느낌 3 298        3.4 3.4

무응답 9 6            .1 .1

8,745     100.0 100.0

Q2_10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10: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5,969     68.3 68.3

조금 느낌 1 1,859     21.3 21.3

상당히 느낌 2 675        7.7 7.7

심하게 느낌 3 224        2.6 2.6

무응답 9 18          .2 .2

8,745     100.0 100.0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0)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8)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9)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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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11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11: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 할 것 같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7,846     89.7 89.7

조금 느낌 1 675        7.7 7.7

상당히 느낌 2 166        1.9 1.9

심하게 느낌 3 51          .6 .6

무응답 9 7            .1 .1

8,745     100.0 100.0

Q2_12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12: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7,105     81.2 81.2

조금 느낌 1 1,199     13.7 13.7

상당히 느낌 2 307        3.5 3.5

심하게 느낌 3 126        1.4 1.4

무응답 9 8            .1 .1

8,745     100.0 100.0

Q2_13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13: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6,982     79.8 79.8

조금 느낌 1 1,368     15.6 15.6

상당히 느낌 2 301        3.4 3.4

심하게 느낌 3 91          1.0 1.0

무응답 9 3            .0 .0

8,745     100.0 100.0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1)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 할 것 같다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2)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3)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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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14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14: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7,705     88.1 88.1

조금 느낌 1 760        8.7 8.7

상당히 느낌 2 199        2.3 2.3

심하게 느낌 3 72          .8 .8

무응답 9 9            .1 .1

8,745     100.0 100.0

Q2_15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15: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7,491     85.7 85.7

조금 느낌 1 983        11.2 11.2

상당히 느낌 2 192        2.2 2.2

심하게 느낌 3 74          .8 .8

무응답 9 5            .1 .1

8,745     100.0 100.0

Q2_16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16: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7,938     90.8 90.8

조금 느낌 1 581        6.6 6.6

상당히 느낌 2 149        1.7 1.7

심하게 느낌 3 67          .8 .8

무응답 9 10          .1 .1

8,745     100.0 100.0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6)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4)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5)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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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17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17: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6,710     76.7 76.7

조금 느낌 1 1,490     17.0 17.0

상당히 느낌 2 381        4.4 4.4

심하게 느낌 3 150        1.7 1.7

무응답 9 14          .2 .2

8,745     100.0 100.0

Q2_18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18: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5,838     66.8 66.8

조금 느낌 1 1,938     22.2 22.2

상당히 느낌 2 671        7.7 7.7

심하게 느낌 3 290        3.3 3.3

무응답 9 8            .1 .1

8,745     100.0 100.0

Q2_19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19: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8,119     92.8 92.8

조금 느낌 1 458        5.2 5.2

상당히 느낌 2 107        1.2 1.2

심하게 느낌 3 44          .5 .5

무응답 9 17          .2 .2

8,745     100.0 100.0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7)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8)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9)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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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20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20: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6,861     78.5 78.5

조금 느낌 1 1,249     14.3 14.3

상당히 느낌 2 433        5.0 5.0

심하게 느낌 3 190        2.2 2.2

무응답 9 12          .1 .1

8,745     100.0 100.0

Q2_21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21: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음 0 4,222     48.3 48.3

조금 느낌 1 2,758     31.5 31.5

상당히 느낌 2 1,168     13.4 13.4

심하게 느낌 3 591        6.8 6.8

무응답 9 6            .1 .1

8,745     100.0 100.0

Q3_1 게임 관련 경험 빈도1: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396     73.1 73.1

때때로 그렇다 2 1,836     21.0 21.0

자주 그렇다 3 301        3.4 3.4

항상 그렇다 4 208        2.4 2.4

무응답 9 4            .0 .0

8,745     100.0 100.0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1)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20)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21)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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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2 게임 관련 경험 빈도2: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419     84.8 84.8

때때로 그렇다 2 989        11.3 11.3

자주 그렇다 3 191        2.2 2.2

항상 그렇다 4 142        1.6 1.6

무응답 9 4            .0 .0

8,745     100.0 100.0

Q3_3 게임 관련 경험 빈도3: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889     90.2 90.2

때때로 그렇다 2 627        7.2 7.2

자주 그렇다 3 129        1.5 1.5

항상 그렇다 4 91          1.0 1.0

무응답 9 9            .1 .1

8,745     100.0 100.0

Q3_4 게임 관련 경험 빈도4: 게임에서 사귄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892     90.2 90.2

때때로 그렇다 2 626        7.2 7.2

자주 그렇다 3 143        1.6 1.6

항상 그렇다 4 79          .9 .9

무응답 9 5            .1 .1

8,745     100.0 100.0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2)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3)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4) 게임에서 사귄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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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5 게임 관련 경험 빈도5: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654     87.5 87.5

때때로 그렇다 2 827        9.5 9.5

자주 그렇다 3 168        1.9 1.9

항상 그렇다 4 91          1.0 1.0

무응답 9 5            .1 .1

8,745     100.0 100.0

Q3_6 게임 관련 경험 빈도6: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377     84.4 84.4

때때로 그렇다 2 1,054     12.1 12.1

자주 그렇다 3 234        2.7 2.7

항상 그렇다 4 76          .9 .9

무응답 9 4            .0 .0

8,745     100.0 100.0

Q3_7 게임 관련 경험 빈도7: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703     76.6 76.6

때때로 그렇다 2 1,705     19.5 19.5

자주 그렇다 3 260        3.0 3.0

항상 그렇다 4 72          .8 .8

무응답 9 5            .1 .1

8,745     100.0 100.0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7)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5)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6)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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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8 게임 관련 경험 빈도8: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107     81.3 81.3

때때로 그렇다 2 1,270     14.5 14.5

자주 그렇다 3 278        3.2 3.2

항상 그렇다 4 85          1.0 1.0

무응답 9 5            .1 .1

8,745     100.0 100.0

Q3_9 게임 관련 경험 빈도9: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503     85.8 85.8

때때로 그렇다 2 930        10.6 10.6

자주 그렇다 3 206        2.4 2.4

항상 그렇다 4 99          1.1 1.1

무응답 9 7            .1 .1

8,745     100.0 100.0

Q3_10 게임 관련 경험 빈도10: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924     79.2 79.2

때때로 그렇다 2 1,451     16.6 16.6

자주 그렇다 3 266        3.0 3.0

항상 그렇다 4 100        1.1 1.1

무응답 9 4            .0 .0

8,745     100.0 100.0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8)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9)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10)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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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11 게임 관련 경험 빈도11: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291     83.4 83.4

때때로 그렇다 2 1,114     12.7 12.7

자주 그렇다 3 230        2.6 2.6

항상 그렇다 4 106        1.2 1.2

무응답 9 4            .0 .0

8,745     100.0 100.0

Q3_12 게임 관련 경험 빈도12: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840     78.2 78.2

때때로 그렇다 2 1,461     16.7 16.7

자주 그렇다 3 307        3.5 3.5

항상 그렇다 4 127        1.5 1.5

무응답 9 10          .1 .1

8,745     100.0 100.0

Q3_13 게임 관련 경험 빈도13: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351     84.1 84.1

때때로 그렇다 2 1,120     12.8 12.8

자주 그렇다 3 192        2.2 2.2

항상 그렇다 4 75          .9 .9

무응답 9 7            .1 .1

8,745     100.0 100.0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13)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11)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12)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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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14 게임 관련 경험 빈도14: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742     88.5 88.5

때때로 그렇다 2 761        8.7 8.7

자주 그렇다 3 153        1.7 1.7

항상 그렇다 4 84          1.0 1.0

무응답 9 5            .1 .1

8,745     100.0 100.0

Q3_15 게임 관련 경험 빈도15: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188     82.2 82.2

때때로 그렇다 2 1,276     14.6 14.6

자주 그렇다 3 194        2.2 2.2

항상 그렇다 4 80          .9 .9

무응답 9 7            .1 .1

8,745     100.0 100.0

Q3_16 게임 관련 경험 빈도16: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368     95.7 95.7

때때로 그렇다 2 288        3.3 3.3

자주 그렇다 3 51          .6 .6

항상 그렇다 4 34          .4 .4

무응답 9 4            .0 .0

8,745     100.0 100.0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14)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15)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16)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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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17 게임 관련 경험 빈도17: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319     95.1 95.1

때때로 그렇다 2 336        3.8 3.8

자주 그렇다 3 49          .6 .6

항상 그렇다 4 37          .4 .4

무응답 9 4            .0 .0

8,745     100.0 100.0

Q3_18 게임 관련 경험 빈도18: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108     92.7 92.7

때때로 그렇다 2 494        5.6 5.6

자주 그렇다 3 87          1.0 1.0

항상 그렇다 4 48          .5 .5

무응답 9 8            .1 .1

8,745     100.0 100.0

Q3_19 게임 관련 경험 빈도19: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267     83.1 83.1

때때로 그렇다 2 1,198     13.7 13.7

자주 그렇다 3 189        2.2 2.2

항상 그렇다 4 89          1.0 1.0

무응답 9 2            .0 .0

8,745     100.0 100.0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19)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17)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18)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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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20 게임 관련 경험 빈도20: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832     89.6 89.6

때때로 그렇다 2 702        8.0 8.0

자주 그렇다 3 118        1.3 1.3

항상 그렇다 4 90          1.0 1.0

무응답 9 3            .0 .0

8,745     100.0 100.0

Q4_1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2,043     23.4 23.4

없다 2 6,575     75.2 75.2

무응답 9 127        1.5 1.5

8,745     100.0 100.0

Q4_2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제적 문제 1 53          .6 2.4

학업·진로문제 2 749        8.6 34.5

건강문제 3 24          .3 1.1

학교폭력 4 156        1.8 7.2

외모문제 5 39          .4 1.8

가정불화(부모와의 관계 등) 6 485        5.5 22.4

이성문제 7 43          .5 2.0

기타 8 390        4.5 18.0

무응답 9 231        2.6 10.6

비해당 0 6,575     75.2

8,745     100.0 100.0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20)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문 4-1.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문 4-2.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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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3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294        3.4 13.5

없다 2 1,706     19.5 78.6

무응답 9 170        1.9 7.8

비해당 0 6,575     75.2

8,745     100.0 100.0

Q5_1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1: 부모님과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받지 않는다 1 3,219     36.8 36.8

별로 받지 않는다 2 2,298     26.3 26.3

조금 받는다 3 2,226     25.5 25.5

매우 많이 받는다 4 653        7.5 7.5

무응답 9 349        4.0 4.0

8,745     100.0 100.0

Q5_2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2: 형제, 자매와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받지 않는다 1 3,967     45.4 45.4

별로 받지 않는다 2 2,181     24.9 24.9

조금 받는다 3 1,819     20.8 20.8

매우 많이 받는다 4 733        8.4 8.4

무응답 9 45          .5 .5

8,745     100.0 100.0

문 5.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해서 자신이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2) 형제·자매와의 관계

문 4-3.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문 5.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해서 자신이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 부모님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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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3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3: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받지 않는다 1 3,041     34.8 34.8

별로 받지 않는다 2 2,414     27.6 27.6

조금 받는다 3 2,466     28.2 28.2

매우 많이 받는다 4 790        9.0 9.0

무응답 9 34          .4 .4

8,745     100.0 100.0

Q5_4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4: 신체건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받지 않는다 1 5,099     58.3 58.3

별로 받지 않는다 2 2,098     24.0 24.0

조금 받는다 3 1,212     13.9 13.9

매우 많이 받는다 4 301        3.4 3.4

무응답 9 35          .4 .4

8,745     100.0 100.0

Q5_5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5: 심리건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받지 않는다 1 5,214     59.6 59.6

별로 받지 않는다 2 1,892     21.6 21.6

조금 받는다 3 1,174     13.4 13.4

매우 많이 받는다 4 433        5.0 5.0

무응답 9 32          .4 .4

8,745     100.0 100.0

문 5.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해서 자신이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3)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문 5.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해서 자신이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4) 신체건강

문 5.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해서 자신이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5) 심리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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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6: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받지 않는다 1 5,521     63.1 63.1

별로 받지 않는다 2 1,821     20.8 20.8

조금 받는다 3 1,079     12.3 12.3

매우 많이 받는다 4 289        3.3 3.3

무응답 9 35          .4 .4

8,745     100.0 100.0

Q5_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7: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받지 않는다 1 4,950     56.6 56.6

별로 받지 않는다 2 2,148     24.6 24.6

조금 받는다 3 1,206     13.8 13.8

매우 많이 받는다 4 403        4.6 4.6

무응답 9 38          .4 .4

8,745     100.0 100.0

Q5_8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8: 이성과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받지 않는다 1 6,128     70.1 70.1

별로 받지 않는다 2 1,619     18.5 18.5

조금 받는다 3 708        8.1 8.1

매우 많이 받는다 4 255        2.9 2.9

무응답 9 35          .4 .4

8,745     100.0 100.0

문 5.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해서 자신이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8) 이성과의 관계

문 5.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해서 자신이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6)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문 5.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해서 자신이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7)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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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9: 선·후배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받지 않는다 1 6,714     76.8 76.8

별로 받지 않는다 2 1,402     16.0 16.0

조금 받는다 3 438        5.0 5.0

매우 많이 받는다 4 160        1.8 1.8

무응답 9 31          .4 .4

8,745     100.0 100.0

Q5_10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10: 선생님과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받지 않는다 1 6,097     69.7 69.7

별로 받지 않는다 2 1,663     19.0 19.0

조금 받는다 3 652        7.5 7.5

매우 많이 받는다 4 287        3.3 3.3

무응답 9 46          .5 .5

8,745     100.0 100.0

Q5_11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11: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받지 않는다 1 3,524     40.3 40.3

별로 받지 않는다 2 1,534     17.5 17.5

조금 받는다 3 2,182     25.0 25.0

매우 많이 받는다 4 1,471     16.8 16.8

무응답 9 34          .4 .4

8,745     100.0 100.0

문 5.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해서 자신이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9) 선·후배 관계

문 5.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해서 자신이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0) 선생님과의 관계

문 5.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해서 자신이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1)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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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12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12: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받지 않는다 1 2,262     25.9 25.9

별로 받지 않는다 2 1,609     18.4 18.4

조금 받는다 3 2,617     29.9 29.9

매우 많이 받는다 4 2,230     25.5 25.5

무응답 9 27          .3 .3

8,745     100.0 100.0

Q6_1 최근 1년 동안의 경험빈도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음 1 7,607     87.0 87.0

1-2번 2 402        4.6 4.6

3-4번 3 84          1.0 1.0

5번 이상 4 649        7.4 7.4

무응답 9 3            .0 .0

8,745     100.0 100.0

Q6_2 최근 1년 동안의 경험빈도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음 1 5,856     67.0 67.0

1-2번 2 1,713     19.6 19.6

3-4번 3 416        4.8 4.8

5번 이상 4 754        8.6 8.6

무응답 9 6            .1 .1

8,745     100.0 100.0

문 6.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문 5.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해서 자신이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2)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문 6.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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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3 최근 1년 동안의 경험빈도3: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음 1 7,704     88.1 88.1

1-2번 2 824        9.4 9.4

3-4번 3 87          1.0 1.0

5번 이상 4 117        1.3 1.3

무응답 9 13          .1 .1

8,745     100.0 100.0

Q6_4 최근 1년 동안의 경험빈도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음 1 7,690     87.9 87.9

1-2번 2 814        9.3 9.3

3-4번 3 115        1.3 1.3

5번 이상 4 118        1.3 1.3

무응답 9 8            .1 .1

8,745     100.0 100.0

Q6_5 최근 1년 동안의 경험빈도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음 1 8,245     94.3 94.3

1-2번 2 385        4.4 4.4

3-4번 3 53          .6 .6

5번 이상 4 55          .6 .6

무응답 9 7            .1 .1

8,745     100.0 100.0

문 6.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3)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문 6.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문 6.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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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6 최근 1년 동안의 경험빈도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음 1 8,337     95.3 95.3

1-2번 2 254        2.9 2.9

3-4번 3 57          .7 .7

5번 이상 4 93          1.1 1.1

무응답 9 4            .0 .0

8,745     100.0 100.0

Q6_7 최근 1년 동안의 경험빈도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음 1 8,113     92.8 92.8

1-2번 2 464        5.3 5.3

3-4번 3 90          1.0 1.0

5번 이상 4 66          .8 .8

무응답 9 12          .1 .1

8,745     100.0 100.0

Q6_8 최근 1년 동안의 경험빈도8: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음 1 6,350     72.6 72.6

1-2번 2 1,153     13.2 13.2

3-4번 3 258        3.0 3.0

5번 이상 4 962        11.0 11.0

무응답 9 22          .3 .3

8,745     100.0 100.0

문 6.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8)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문 6.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문 6.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9



A1-2012-022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2012

Q6_9 최근 1년 동안의 경험빈도9: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인터넷 포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음 1 7,831     89.5 89.5

1-2번 2 479        5.5 5.5

3-4번 3 133        1.5 1.5

5번 이상 4 291        3.3 3.3

무응답 9 11          .1 .1

8,745     100.0 100.0

Q6_10 최근 1년 동안의 경험빈도10: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파손시킨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음 1 7,406     84.7 84.7

1-2번 2 1,097     12.5 12.5

3-4번 3 127        1.5 1.5

5번 이상 4 103        1.2 1.2

무응답 9 12          .1 .1

8,745     100.0 100.0

Q7_1 평소 생활의 만족도1: 부모와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382        4.4 4.4

약간 불만족 2 1,269     14.5 14.5

약간 만족 3 2,053     23.5 23.5

매우 만족 4 4,711     53.9 53.9

무응답 9 330        3.8 3.8

8,745     100.0 100.0

문 6.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9)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인터넷 포함)

문 6.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10)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파손시킨 적이 있다

문 7. 다음은 평소 생활의 만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부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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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2 평소 생활의 만족도2: 경제적인 생활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427        4.9 4.9

약간 불만족 2 1,356     15.5 15.5

약간 만족 3 2,725     31.2 31.2

매우 만족 4 4,225     48.3 48.3

무응답 9 12          .1 .1

8,745     100.0 100.0

Q7_3 평소 생활의 만족도3: 친구와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328        3.8 3.8

약간 불만족 2 1,004     11.5 11.5

약간 만족 3 2,621     30.0 30.0

매우 만족 4 4,784     54.7 54.7

무응답 9 8            .1 .1

8,745     100.0 100.0

Q7_4 평소 생활의 만족도4: 여가 생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616        7.0 7.0

약간 불만족 2 1,424     16.3 16.3

약간 만족 3 2,383     27.2 27.2

매우 만족 4 4,311     49.3 49.3

무응답 9 11          .1 .1

8,745     100.0 100.0

문 7. 다음은 평소 생활의 만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4) 여가 생활

문 7. 다음은 평소 생활의 만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2) 경제적인 생활수준

문 7. 다음은 평소 생활의 만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3) 친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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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5 평소 생활의 만족도5: 선생님과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466        5.3 5.3

약간 불만족 2 952        10.9 10.9

약간 만족 3 2,734     31.3 31.3

매우 만족 4 4,582     52.4 52.4

무응답 9 11          .1 .1

8,745     100.0 100.0

Q7_6 평소 생활의 만족도6: 학교생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610        7.0 7.0

약간 불만족 2 1,224     14.0 14.0

약간 만족 3 2,799     32.0 32.0

매우 만족 4 4,098     46.9 46.9

무응답 9 14          .2 .2

8,745     100.0 100.0

Q7_7 평소 생활의 만족도7: 학업성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1,888     21.6 21.6

약간 불만족 2 2,657     30.4 30.4

약간 만족 3 2,126     24.3 24.3

매우 만족 4 2,063     23.6 23.6

무응답 9 11          .1 .1

8,745     100.0 100.0

문 7. 다음은 평소 생활의 만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5) 선생님과의 관계

문 7. 다음은 평소 생활의 만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6) 학교생활

문 7. 다음은 평소 생활의 만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7) 학업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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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8 평소 생활의 만족도8: 건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379        4.3 4.3

약간 불만족 2 1,133     13.0 13.0

약간 만족 3 2,389     27.3 27.3

매우 만족 4 4,836     55.3 55.3

무응답 9 8            .1 .1

8,745     100.0 100.0

Q8_1 자아존중감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07        5.8 5.8

그렇지 않다 2 1,204     13.8 13.8

그렇다 3 3,828     43.8 43.8

매우 그렇다 4 3,202     36.6 36.6

무응답 9 4            .0 .0

8,745     100.0 100.0

Q8_2 자아존중감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01        5.7 5.7

그렇지 않다 2 1,537     17.6 17.6

그렇다 3 3,883     44.4 44.4

매우 그렇다 4 2,814     32.2 32.2

무응답 9 10          .1 .1

8,745     100.0 100.0

문 8. 다음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문 7. 다음은 평소 생활의 만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8) 건강

문 8. 다음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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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3 자아존중감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62        4.1 4.1

그렇지 않다 2 879        10.1 10.1

그렇다 3 3,950     45.2 45.2

매우 그렇다 4 3,541     40.5 40.5

무응답 9 13          .1 .1

8,745     100.0 100.0

Q8_4 자아존중감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30        4.9 4.9

그렇지 않다 2 1,355     15.5 15.5

그렇다 3 3,617     41.4 41.4

매우 그렇다 4 3,334     38.1 38.1

무응답 9 9            .1 .1

8,745     100.0 100.0

Q8_5 자아존중감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26        4.9 4.9

그렇지 않다 2 1,260     14.4 14.4

그렇다 3 3,497     40.0 40.0

매우 그렇다 4 3,553     40.6 40.6

무응답 9 9            .1 .1

8,745     100.0 100.0

문 8. 다음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문 8. 다음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문 8. 다음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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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1 자아평가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15        2.5 2.5

그렇지 않다 2 817        9.3 9.3

그렇다 3 4,264     48.8 48.8

매우 그렇다 4 3,446     39.4 39.4

무응답 9 3            .0 .0

8,745     100.0 100.0

Q9_2 자아평가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3        2.7 2.7

그렇지 않다 2 1,404     16.1 16.1

그렇다 3 3,974     45.4 45.4

매우 그렇다 4 3,129     35.8 35.8

무응답 9 5            .1 .1

8,745     100.0 100.0

Q9_3 자아평가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92        3.3 3.3

그렇지 않다 2 1,621     18.5 18.5

그렇다 3 4,059     46.4 46.4

매우 그렇다 4 2,766     31.6 31.6

무응답 9 7            .1 .1

8,745     100.0 100.0

문 9.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잘 일치하는 답을 골라주세요.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문 9.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잘 일치하는 답을 골라주세요.
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문 9.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잘 일치하는 답을 골라주세요.
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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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4 자아평가4: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32        9.5 9.5

그렇지 않다 2 2,947     33.7 33.7

그렇다 3 3,047     34.8 34.8

매우 그렇다 4 1,910     21.8 21.8

무응답 9 9            .1 .1

8,745     100.0 100.0

Q9_5 자아평가5: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59        7.5 7.5

그렇지 않다 2 2,563     29.3 29.3

그렇다 3 3,266     37.3 37.3

매우 그렇다 4 2,247     25.7 25.7

무응답 9 10          .1 .1

8,745     100.0 100.0

Q9_6 자아평가6: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08        8.1 8.1

그렇지 않다 2 2,016     23.1 23.1

그렇다 3 3,714     42.5 42.5

매우 그렇다 4 2,302     26.3 26.3

무응답 9 5            .1 .1

8,745     100.0 100.0

문 9.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잘 일치하는 답을 골라주세요.
4)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문 9.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잘 일치하는 답을 골라주세요.
5)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문 9.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잘 일치하는 답을 골라주세요.
6)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

36



A1-2012-022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2012

Q9_7 자아평가7: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40        7.3 7.3

그렇지 않다 2 2,430     27.8 27.8

그렇다 3 3,426     39.2 39.2

매우 그렇다 4 2,238     25.6 25.6

무응답 9 11          .1 .1

8,745     100.0 100.0

Q9_8 자아평가8: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67        5.3 5.3

그렇지 않다 2 1,727     19.7 19.7

그렇다 3 3,699     42.3 42.3

매우 그렇다 4 2,843     32.5 32.5

무응답 9 9            .1 .1

8,745     100.0 100.0

Q9_9 자아평가9: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73        4.3 4.3

그렇지 않다 2 1,275     14.6 14.6

그렇다 3 4,076     46.6 46.6

매우 그렇다 4 3,019     34.5 34.5

무응답 9 2            .0 .0

8,745     100.0 100.0

문 9.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잘 일치하는 답을 골라주세요.
9)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문 9.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잘 일치하는 답을 골라주세요.
7)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문 9.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잘 일치하는 답을 골라주세요.
8)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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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1 평소 부모님의 태도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71        4.2 4.2

그렇지 않다 2 1,268     14.5 14.5

그렇다 3 3,353     38.3 38.3

매우 그렇다 4 3,421     39.1 39.1

무응답 9 332        3.8 3.8

8,745     100.0 100.0

Q10_2 평소 부모님의 태도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55        4.1 4.1

그렇지 않다 2 1,388     15.9 15.9

그렇다 3 3,176     36.3 36.3

매우 그렇다 4 3,494     40.0 40.0

무응답 9 332        3.8 3.8

8,745     100.0 100.0

Q10_3 평소 부모님의 태도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5        2.7 2.7

그렇지 않다 2 776        8.9 8.9

그렇다 3 3,483     39.8 39.8

매우 그렇다 4 3,917     44.8 44.8

무응답 9 334        3.8 3.8

8,745     100.0 100.0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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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4 평소 부모님의 태도4: 고민을 들어 주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89        5.6 5.6

그렇지 않다 2 1,455     16.6 16.6

그렇다 3 3,033     34.7 34.7

매우 그렇다 4 3,436     39.3 39.3

무응답 9 332        3.8 3.8

8,745     100.0 100.0

Q10_5 평소 부모님의 태도5: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07        3.5 3.5

그렇지 않다 2 915        10.5 10.5

그렇다 3 3,316     37.9 37.9

매우 그렇다 4 3,873     44.3 44.3

무응답 9 334        3.8 3.8

8,745     100.0 100.0

Q10_6 평소 부모님의 태도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08        4.7 4.7

그렇지 않다 2 1,188     13.6 13.6

그렇다 3 3,159     36.1 36.1

매우 그렇다 4 3,650     41.7 41.7

무응답 9 340        3.9 3.9

8,745     100.0 100.0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5)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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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7 평소 부모님의 태도7: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36        5.0 5.0

그렇지 않다 2 1,174     13.4 13.4

그렇다 3 3,148     36.0 36.0

매우 그렇다 4 3,653     41.8 41.8

무응답 9 334        3.8 3.8

8,745     100.0 100.0

Q10_8 평소 부모님의 태도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84        4.4 4.4

그렇지 않다 2 1,128     12.9 12.9

그렇다 3 3,174     36.3 36.3

매우 그렇다 4 3,720     42.5 42.5

무응답 9 339        3.9 3.9

8,745     100.0 100.0

Q10_9 평소 부모님의 태도9: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37        6.1 6.1

그렇지 않다 2 1,605     18.4 18.4

그렇다 3 2,851     32.6 32.6

매우 그렇다 4 3,418     39.1 39.1

무응답 9 334        3.8 3.8

8,745     100.0 100.0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7)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9)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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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10 평소 부모님의 태도10: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55        4.1 4.1

그렇지 않다 2 1,059     12.1 12.1

그렇다 3 3,193     36.5 36.5

매우 그렇다 4 3,795     43.4 43.4

무응답 9 343        3.9 3.9

8,745     100.0 100.0

Q10_11 평소 부모님의 태도11: 용돈을 주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99        6.8 6.8

그렇지 않다 2 679        7.8 7.8

그렇다 3 3,000     34.3 34.3

매우 그렇다 4 4,127     47.2 47.2

무응답 9 340        3.9 3.9

8,745     100.0 100.0

Q10_12 평소 부모님의 태도12: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89        2.2 2.2

그렇지 않다 2 389        4.4 4.4

그렇다 3 3,021     34.5 34.5

매우 그렇다 4 4,803     54.9 54.9

무응답 9 343        3.9 3.9

8,745     100.0 100.0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용돈을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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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13 평소 부모님의 태도13: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82        2.1 2.1

그렇지 않다 2 311        3.6 3.6

그렇다 3 2,966     33.9 33.9

매우 그렇다 4 4,942     56.5 56.5

무응답 9 344        3.9 3.9

8,745     100.0 100.0

Q10_14 평소 부모님의 태도14: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00        3.4 3.4

그렇지 않다 2 849        9.7 9.7

그렇다 3 3,012     34.4 34.4

매우 그렇다 4 4,244     48.5 48.5

무응답 9 340        3.9 3.9

8,745     100.0 100.0

Q11_1 가족과의 관계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2        2.3 2.3

그렇지 않다 2 801        9.2 9.2

그렇다 3 3,724     42.6 42.6

매우 그렇다 4 4,010     45.9 45.9

무응답 9 8            .1 .1

8,745     100.0 100.0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문 11. 다음은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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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_2 가족과의 관계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85        4.4 4.4

그렇지 않다 2 1,514     17.3 17.3

그렇다 3 3,177     36.3 36.3

매우 그렇다 4 3,658     41.8 41.8

무응답 9 11          .1 .1

8,745     100.0 100.0

Q11_3 가족과의 관계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05        3.5 3.5

그렇지 않다 2 1,028     11.8 11.8

그렇다 3 3,585     41.0 41.0

매우 그렇다 4 3,813     43.6 43.6

무응답 9 14          .2 .2

8,745     100.0 100.0

Q11_4 가족과의 관계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6        2.7 2.7

그렇지 않다 2 833        9.5 9.5

그렇다 3 3,295     37.7 37.7

매우 그렇다 4 4,370     50.0 50.0

무응답 9 11          .1 .1

8,745     100.0 100.0

문 11. 다음은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문 11. 다음은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문 11. 다음은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43



A1-2012-022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2012

Q11_5 가족과의 관계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00        3.4 3.4

그렇지 않다 2 1,010     11.5 11.5

그렇다 3 3,325     38.0 38.0

매우 그렇다 4 4,102     46.9 46.9

무응답 9 8            .1 .1

8,745     100.0 100.0

Q12_1 거주 지역과 이웃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68        8.8 8.8

그렇지 않다 2 1,376     15.7 15.7

그렇다 3 3,117     35.6 35.6

매우 그렇다 4 3,476     39.7 39.7

무응답 9 8            .1 .1

8,745     100.0 100.0

Q12_2 거주 지역과 이웃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68        8.8 8.8

그렇지 않다 2 1,478     16.9 16.9

그렇다 3 3,122     35.7 35.7

매우 그렇다 4 3,368     38.5 38.5

무응답 9 9            .1 .1

8,745     100.0 100.0

문 11. 다음은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문 12. 다음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문 12. 다음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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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93     13.6 13.6

그렇지 않다 2 2,481     28.4 28.4

그렇다 3 2,926     33.5 33.5

매우 그렇다 4 2,117     24.2 24.2

무응답 9 28          .3 .3

8,745     100.0 100.0

Q12_4 거주 지역과 이웃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49     16.6 16.6

그렇지 않다 2 3,010     34.4 34.4

그렇다 3 2,734     31.3 31.3

매우 그렇다 4 1,533     17.5 17.5

무응답 9 19          .2 .2

8,745     100.0 100.0

Q12_5 거주 지역과 이웃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705     30.9 30.9

그렇지 않다 2 3,856     44.1 44.1

그렇다 3 1,236     14.1 14.1

매우 그렇다 4 934        10.7 10.7

무응답 9 14          .2 .2

8,745     100.0 100.0

문 12. 다음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문 12. 다음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문 12. 다음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거주 지역과 이웃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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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_6 거주 지역과 이웃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428     27.8 27.8

그렇지 않다 2 2,571     29.4 29.4

그렇다 3 1,849     21.1 21.1

매우 그렇다 4 1,885     21.6 21.6

무응답 9 12          .1 .1

8,745     100.0 100.0

Q13_1 학교생활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3        2.3 2.3

그렇지 않다 2 834        9.5 9.5

그렇다 3 4,640     53.1 53.1

매우 그렇다 4 3,065     35.0 35.0

무응답 9 3            .0 .0

8,745     100.0 100.0

Q13_2 학교생활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10        4.7 4.7

그렇지 않다 2 2,701     30.9 30.9

그렇다 3 3,804     43.5 43.5

매우 그렇다 4 1,824     20.9 20.9

무응답 9 6            .1 .1

8,745     100.0 100.0

문 12. 다음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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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3 학교생활3: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41        6.2 6.2

그렇지 않다 2 3,047     34.8 34.8

그렇다 3 3,564     40.8 40.8

매우 그렇다 4 1,588     18.2 18.2

무응답 9 5            .1 .1

8,745     100.0 100.0

Q13_4 학교생활4: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15        5.9 5.9

그렇지 않다 2 1,708     19.5 19.5

그렇다 3 3,794     43.4 43.4

매우 그렇다 4 2,722     31.1 31.1

무응답 9 6            .1 .1

8,745     100.0 100.0

Q13_5 학교생활5: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82     12.4 12.4

그렇지 않다 2 2,683     30.7 30.7

그렇다 3 2,849     32.6 32.6

매우 그렇다 4 2,125     24.3 24.3

무응답 9 6            .1 .1

8,745     100.0 100.0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5)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3)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4)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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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6 학교생활6: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79        10.1 10.1

그렇지 않다 2 2,121     24.3 24.3

그렇다 3 3,385     38.7 38.7

매우 그렇다 4 2,345     26.8 26.8

무응답 9 15          .2 .2

8,745     100.0 100.0

Q13_7 학교생활7: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56        2.9 2.9

그렇지 않다 2 659        7.5 7.5

그렇다 3 3,448     39.4 39.4

매우 그렇다 4 4,378     50.1 50.1

무응답 9 4            .0 .0

8,745     100.0 100.0

Q13_8 학교생활8: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63        3.0 3.0

그렇지 않다 2 758        8.7 8.7

그렇다 3 3,612     41.3 41.3

매우 그렇다 4 4,100     46.9 46.9

무응답 9 12          .1 .1

8,745     100.0 100.0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6)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7)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8)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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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9 학교생활9: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8        2.7 2.7

그렇지 않다 2 702        8.0 8.0

그렇다 3 3,419     39.1 39.1

매우 그렇다 4 4,378     50.1 50.1

무응답 9 8            .1 .1

8,745     100.0 100.0

Q13_10 학교생활10: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6        2.7 2.7

그렇지 않다 2 1,108     12.7 12.7

그렇다 3 4,321     49.4 49.4

매우 그렇다 4 3,070     35.1 35.1

무응답 9 10          .1 .1

8,745     100.0 100.0

Q13_11 학교생활11: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04        3.5 3.5

그렇지 않다 2 1,324     15.1 15.1

그렇다 3 4,396     50.3 50.3

매우 그렇다 4 2,711     31.0 31.0

무응답 9 10          .1 .1

8,745     100.0 100.0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9)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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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12 학교생활12: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44        3.9 3.9

그렇지 않다 2 1,084     12.4 12.4

그렇다 3 2,936     33.6 33.6

매우 그렇다 4 4,373     50.0 50.0

무응답 9 8            .1 .1

8,745     100.0 100.0

D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4,494     51.4 51.4

여자 2 4,251     48.6 48.6

8,745     100.0 100.0

DQ2_1 가족구성원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할아버지/외할아버지 1 640        7.3 7.3

할머니/외할머니 2 748        8.6 8.6

아버지 3 6,821     78.0 78.0

어머니 4 328        3.8 3.8

형제 또는 자매 5 37          .4 .4

친척 6 31          .4 .4

기타 7 3            .0 .0

없음 8 107        1.2 1.2

무응답 9 30          .3 .3

8,745     100.0 100.0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배문1. 성별은?

배문2. 아래에서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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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2_2 가족구성원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할머니/외할머니 2 513        5.9 5.9

아버지 3 780        8.9 8.9

어머니 4 6,690     76.5 76.5

형제 또는 자매 5 370        4.2 4.2

친척 6 30          .3 .3

기타 7 2            .0 .0

없음 8 360        4.1 4.1

8,745     100.0 100.0

DQ2_3 가족구성원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할머니/외할머니 2 1            .0 .0

아버지 3 390        4.5 4.5

어머니 4 724        8.3 8.3

형제 또는 자매 5 6,021     68.9 68.9

친척 6 110        1.3 1.3

기타 7 7            .1 .1

없음 8 1,492     17.1 17.1

8,745     100.0 100.0

DQ2_4 가족구성원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어머니 4 338        3.9 3.9

형제 또는 자매 5 638        7.3 7.3

친척 6 113        1.3 1.3

기타 7 6            .1 .1

없음 8 7,650     87.5 87.5

8,745     100.0 100.0

DQ2_5 가족구성원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형제 또는 자매 5 284        3.2 3.2

친척 6 86          1.0 1.0

기타 7 2            .0 .0

없음 8 8,373     95.7 95.7

8,745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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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2_6 가족구성원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친척 6 71          .8 .8

없음 8 8,674     99.2 99.2

8,745     100.0 100.0

DQ2_et 가족구성원: 기타

==> 데이터 참조

DQ3_1 부모님 최종학력1: 아버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학교 안다님 1 14          .2 .2

초등학교 졸업 2 74          .8 .8

중학교 졸업 3 229        2.6 2.6

고등학교 졸업 4 2,307     26.4 26.4

2-3년제 대학 졸업 5 551        6.3 6.3

4년제 대학 졸업 6 2,089     23.9 23.9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7 689        7.9 7.9

잘 모르겠음 9 2,676     30.6 30.6

무응답 99 116        1.3 1.3

8,745     100.0 100.0

DQ3_2 부모님 최종학력2: 어머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학교 안다님 1 17          .2 .2

초등학교 졸업 2 69          .8 .8

중학교 졸업 3 191        2.2 2.2

고등학교 졸업 4 2,913     33.3 33.3

2-3년제 대학 졸업 5 612        7.0 7.0

4년제 대학 졸업 6 1,797     20.5 20.5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7 399        4.6 4.6

잘 모르겠음 9 2,618     29.9 29.9

무응답 99 129        1.5 1.5

8,745     100.0 100.0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1) 아버지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2) 어머니

52



A1-2012-022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2012

DQ4_1 부모님의 현재 직업 여부1: 아버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음 1 8,168     93.4 93.4

없음 2 425        4.9 4.9

무응답 9 152        1.7 1.7

8,745     100.0 100.0

DQ4_2 부모님의 현재 직업 여부2: 어머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음 1 5,772     66.0 66.0

없음 2 2,852     32.6 32.6

무응답 9 121        1.4 1.4

8,745     100.0 100.0

DQ5 반을 기준으로 한 학업 성적(2012년 1학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는 수준 1 646        7.4 7.4

못하는 수준 2 1,808     20.7 20.7

중간 3 3,534     40.4 40.4

잘하는 수준 4 2,017     23.1 23.1

매우 잘하는 수준 5 728        8.3 8.3

무응답 9 12          .1 .1

8,745     100.0 100.0

배문4.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1) 아버지

배문4.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2) 어머니

배문5. 학생의 학업 성적(2012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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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6 응답자 가정 형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산다 1 62          .7 .7

  : 2 298        3.4 3.4

  : 3 1,010     11.5 11.5

보통 수준 4 3,227     36.9 36.9

  : 5 2,303     26.3 26.3

  : 6 1,212     13.9 13.9

매우 잘산다 7 566        6.5 6.5

무응답 9 67          .8 .8

8,745     100.0 100.0

DQ7_1 거주지역: 시/도

==> 데이터 참조

DQ7_2 거주지역: 시/군/구

==> 데이터 참조

DQ7_3 거주지역: 읍/면/동

==> 데이터 참조

DQ7_re1 거주지역: 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도시 1 3,405     38.9 38.9

중소도시 2 3,125     35.7 35.7

읍면지역 3 2,215     25.3 25.3

8,745     100.0 100.0

배문6.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배문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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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7_re2 거주지역: 16개도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1,300     14.9 14.9

부산 2 552        6.3 6.3

대구 3 426        4.9 4.9

인천 4 446        5.1 5.1

광주 5 293        3.4 3.4

대전 6 247        2.8 2.8

울산 7 221        2.5 2.5

경기 8 2,034     23.3 23.3

강원 9 343        3.9 3.9

충북 10 314        3.6 3.6

충남 11 415        4.7 4.7

전북 12 426        4.9 4.9

전남 13 390        4.5 4.5

경북 14 561        6.4 6.4

경남 15 633        7.2 7.2

제주 16 144        1.6 1.6

8,745     100.0 100.0

DQ8 응답자 정신건강 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 114        1.3 1.3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2 1,080     12.3 12.3

건강한 편이다 3 4,268     48.8 48.8

매우 건강한 편이다 4 3,091     35.3 35.3

무응답 9 192        2.2 2.2

8,745     100.0 100.0

배문 8. 전반적인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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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9_1 응답자 정신건강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관심이 없다 1 234        2.7 2.7

별로 관심이 없다 2 825        9.4 9.4

조금 관심이 있다 3 2,656     30.4 30.4

매우 관심이 많다 4 5,018     57.4 57.4

무응답 9 12          .1 .1

8,745     100.0 100.0

DQ9_2 응답자 정신건강에 대한 본인의 관심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관심이 없다 1 247        2.8 2.8

별로 관심이 없다 2 1,039     11.9 11.9

조금 관심이 있다 3 3,286     37.6 37.6

매우 관심이 많다 4 4,160     47.6 47.6

무응답 9 13          .1 .1

8,745     100.0 100.0

배문 9.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모님(보호자)과 본인의 관심정도는?
1) 부모님(보호자)의 관심정도

배문 9.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모님(보호자)과 본인의 관심정도는?
2) 본인의 관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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