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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 한 기독교인성

덕목 측정지표가 무엇인지, 성도들의 일반 인 요인, 교회요인들이 기독교인성의 9가지의 덕목과 무슨 연 성이 있고,

어떤 향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교회를 직 방문하여 교회 계자의 도움을 얻어 일 일 면 조사 방식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그 설문조사를 토 로 개인 인 요인과 교회요인에 따른 기독교 인성에 차이 유의미한 수 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교회요인 에서 교회만족도가 기독교인성에 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본 연구

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부정 이미지를 개선하기 해서는 기독교인성과 연 성 있고,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인성의 요성

과 교육이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방향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 교회직분, 신앙년수, 교회생

활과 교회 만족도 등이 기독교인성과 어떤 연 성 있고, 어떤 향을 미치는지,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기독교인성에 향을

미치는 덕목과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교회 기독교인에게 가장 합하고 실행이 가능한 인성함양 로그램과 실천

사항들에 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주제어 : 기독교인성, 교회만족도, 일반요인, 교회요인, 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Christian characters of Korean church 

member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virtues and measurement index of Christian characters, general 

factors of church members and relationship between 9 virtues of Christian characters of church members and related 

influences. In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one to one interview through the assistance of 

church officials. The results based on the survey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ristian characters according 

to the personal factors and church factors. However, it was identified that the church satisfaction among the church 

factors affected the Christian character. In order to improve the negative image of Korean church through this study, 

this study tries to show the relationship with Christian characters and the importance of Christian characters in the 

church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education. This study seeks to review the correlation that the faith of Korean 

Christians, their status and title within the church, length of year they’ve had faith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hurch 

life have with their well-rounded character as a Christian, what factors or values affect the personality of Christians 

in Korean chruches, and what programs or action steps can be taken to provide the most optimal and feasible way 

to promote a better well-rounded character in Korean Christ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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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경과 목적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좋은 이미지

의 한국교회인가? 아니면 반 로 나쁜 이미지의 한국교

회인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좋은 편이라고 말

할 수 없는 것 같다. 한국 교회는 사회의 비리와 문제의

한 복 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형 비리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고

사회 향력 감소에 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실이다.

이상화는 “비기독 학생들의 기독교에 한 인식도

조사”에 한국교회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반 으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

보다 정의감이나 양심, 책임감, 성실성 등 요하게 갖추

어야할 덕목에 해서 조 더 나은 면이없다는사실을

확인 할 수있다. 실제로비기독교 학생들을 향해 “비기

독교들과 비교할 때 정의감에 한 기독교인의 자질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해,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

보다 정의감에 있어서 좀 더 모범 이라는 평가는 모두

36.21%이고 오히려 못하다는 평가는 과반수가 넘는

52.16%나 되었다[1].

왜한국교회가 이런상태로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교회의 교회됨’을 잃었기 때문이다.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속의 세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2]. 그

래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

를 걱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김두식은 그의 책에서 기독

교인에 한 비기독교인들의 평가를 “이기 인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독선 인 사람들”라고 말하

다[3]. 그의 말 로 기독교인들은 비기독인들에 비해 특

별히 더 비윤리 인 사람들일까?

이와 같은 이유와 실 때문에 기독교는 갈수록 힘을

잃어 가고 있고, 기감까지 느끼고, 교회의 수와 성도의

수가 감하고 있다. 이에 하여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

게 기독교인의 감소, 기독교의 쇠퇴, 기독교의 외 이미

지 실추 요인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안에 해서, 이들

은 리더십(31.38%), 도덕성 회복(24.74%), 말씀의 능

력(16.58%) 순이라고 응답하 다[4]. 이것은 결국기독교

의 도덕성이 비기독교인에게 한국 기독교에 한 이미지

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반 로 한국 기독교가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경우도 있

다. 한미라는 “인성교육, 기독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

는 논문에서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향력에 해서 이

게 언 하 다. “종교가 있는 한국인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범죄를 지를 확률이 반 이상 낮다는 통계

는종교가사회악을 방하는데도움을 다는지표이다[5]”.

실추된 한국 기독교에 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

에 향력을 끼치기 해서는 교회, 목회자, 성도들의 변

화가 있어야 한다[6].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신앙과 행

동이 같아야 하고, 신앙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비기독교

인들보다도 더 좋은 인성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교회의 부정 인 이미지

를 개선하고자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고, 기독교인성 덕목별 한국교회 성도들

에게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설문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어,

실추된 한국 교회에 한 부정 인 이미지를 개선하게

되고, 정 인이미지를 수 있는 요인들과 안를 제

시하게 될 것이다.

1.2 행연  

2001년, 마이클 지가 리(Michael A. Zigareli)는 크리

스천 품성(인성)지수(Chritian Character Indez : CC1)라

는 인성지수를측정하는 도구, CC1 설문지를완성하 고

[7], 그가 연구한 품성(인성) 측정 도구를 통하여 기독교

의 기독교인성에 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만오는 크리스천 품성(인성)지수(Chritian Character

Indez : CC1)를 기 로 한국형 기독교인성 측정 설문지

를 개발하여 “기독교 학의채 이 기독교인성에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인성에 향을 미치

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학생활만족도, 교수에 한 만

족도, 학과, 학업성 만족도라는 사실을 연구하 다[8].

계속해서 본 연구자는 “신학 공 학생과 비신학 공

학생간의 기독인성에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개인신

상과 학생활 만족도 심으로”라는 연구를 통하여 신

학 공 학생들이 비신학생들보다 체 인 기독교인성

덕목의 평균 수가 높다는 사실을 연구하 고[9], “신학

공 학생과 비신학 공 학생간의 기독인성에 미치는 요

인에 한 연구–신앙특성변수와 채 만족도 심으로”

라는 연구를 통하여 신학 공 학생들이 비신학생들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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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독교인성 덕목 평균 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채

만족도 높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주일 배 참여도도

높다는 것을 연구하 다[10].

2. 연

2.1 료수집 

본 조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일반 인 요인, 교회만

족도, 신앙요인이 기독교 인성에 미치는 향을 밝 보

기 해서 실시되었다. 기독교 학생을 조사원으로 모집

하여 교회를 직 방문하여 계자의 도움을 얻어 일

일 면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2016년 8월

-12월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400부를 배포하여

393부를 회수하 다(회수율 98.3%). 이 불성실 응답자

2인을 제외한 391부를 최종분석에 투입하 다.

2.2 측정도

기독교 인성 덕목 추출과 선정 과정에서 첫째, 성경을

토 로 기독교 인성 덕목을 추출하여 선정하 다. 기독

교 인성 덕목을 추출하고 선정하는데 큰 향을 받은 성

경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23 이다.

이본문에서말하는기독교인성 덕목들은 성령의 9가

지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성령의 열매 9가지로는 사

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제가

있다.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 인성 덕목 9가지이다.

본 연구는 갈라디아서 5장 22-23 에서 제시한 성령의 9

가지 열매를 토 로 기독교 인성 덕목을 추출하여 설문

지 문항을 선정하는데 참고로 하 다.

9가지 열매의 인성덕목을 측정하기 하기 해서 측

정지표의 추출은 Zigarelli(2005), Fraxee(1998),

Brown(2008)에서 해당 측정지표를 추출하 다. Zigarelli

에 의해서 개발된 크리스천 인성 지수(Christian

Character Index : CCI)에서 7개 인성 덕목을 설정하고

있다[11].

Zigarelli는 기에 10개의 덕목을 설정하고 측정하

으나 이후 7개 덕목으로 축소하여 측정하고 있다. 한

Frazee의 크리스천 생활 분석평가 도구(Christian Life

Profile Assessment Tool)를 활용하여 10개의 기독교인

성 덕목을추출하여 측정하고 있다[12]. Frazee는 기독교

신앙(Christian faith)은 기독교 인성의 독실함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하면서, 신앙은 기독교인성(Christian

character)의 덕목평가와 강한 상 계가 있다고 주장

한 바 있다[13]. Brown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인성간

의 계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14]. 그는 Zigarelli의

기독교 인성을 측정하는 CCI도구와 Frazee의 분석 도구

를 활용하여 모두 10개의 덕목을 추출하고, 일리노이주

공립학교 지도자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기독교인

성과 신앙간의 계를 밝 보기 해서 시도하 다[15].

2.3 답  적  

응답자의 일반 속성을 보면, 남성이 140명(35.8%),

여성이 251명(64.2%)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졸

이상이 205명(52.7%), 고졸 163명(41.9%), 졸이하 5.1%

를 보 다. 출생지로는 도시 34.7%, 소도시 30.8%,

농어 이 34.4%로 비교 평 하여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월가구 소득은 300만 원이하 44.1%로 가장많았으

며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백만 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평균 42.07세이며 모든 연령에서 평

하게 표출되었다. 교회직분은 장로․권사․안수집사

는 23.8%, 집사 35.4%, 일반성도는 40.7%로 분포하고 있

다. 재 출석 교회의 규모는 100명이하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100∼300명 30.1%, 300∼500명 27.8%의 순으

로 나타났다. Table 1에서 보면 응답자의 일반 인 요인

들의 결과를 알 수 있다.

응답자의 기독교 인성 수 을 보면 반 으로 3.82의

수 으로 높은 수를 보이고 있다. 상 으로 ‘

제’(4.12)와 ‘충성’(4.06)이 높은 반면에, ‘사랑‘(3.57)과 ‘인

내’(3.59)는 낮은 인성수 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에서 보면 개인속성에 따른기독교 인성차이분

석의 결과를 알 수 있다.

division contents ratio(%) division contents ratio(%)

gender

men 140(35.8) church size

(number of

believer)

less than 100 people 161(42.9)

woman 251(64.2) 100 ∼ 300 people 116(30.1)

total 391(100.0) 300 ∼ 500 people 107(27.8)

Table 1. The Common Cause of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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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 Analysis based on the gap between christian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personal 

attributions(t/f) 

variable observed variable average t/f(scaffle)

individual factor

gender
men 3.84

.632
women 3.81

level of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ion 3.90

.444a high school graduate 3.80

more than graduation from a university 3.83

place of birth

big city 3.80

.861small town 3.79

rural 3.86

monthly income

Less than 3,000,000 won 3.87

.688
3,000,000 – 3,990,000 won 3.80

4,000,000 – 4,990,000 won 3.83

More than 5,000,000 3.79

the role in church

Elder, Reverend, Ordained Deacon 3.85

2.314butler 3.86

General saint 3.75

church factor church size

Less than 100 3.82

2.529

100 - 300 3.76

300 - 500 3.90

500 - 1000 0.0

More than 1000 0.0

＊Reference : **p<0.01, ***p<0.001

3. 결과

3.1 개 적 에  기독   차  

개인 속성에 따른 기독교 인성차이를 알아보기

해서 각각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성별에 따

라 기독교인성에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한

학력에 따라서도 평균차이 나타나지 않았다. 출생지와

월가구 소득에 따라서도 기독교 인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특히 교회 직분에 따라서도 기독교 인성에는 차

이가 없다. 한 교회의 규모(성도수)에 따라서도기독교

인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독교 인성은 개인의 인

구통계학 요인이나 교회규모에 의해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Table 3에서 보면 개인별 기독교인성

의 향요인의 결과를 알 수 있다.

level of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ion
21(5.1) 500 ∼ 1000 people 0

a high school graduate 163(41.9) more than 1000 people 0

more than graduation from a

university
205(52.7) total 385(100.0)

total 389(100.0)

monthly income

Less than 3,000,000 won 161(44.1)

place of birth

big city 135(34.7) 3,000,000-3,990,000won 79(21.6)

small town 120(30.8) 4,000,000-4,990,000 won 59(16.2)

rural 134(34.4) More than 5,000,000 won 66(18.1)

total 389(100.0) total 365(100.0)

the role in

church

elder, butler , an ordained

deacon
90(23.8)

age

teens 26(6.7)

butler 134(35.4) 20s 94(24.1)

General saint 154(40.7) 30s 42(10.8)

total 378(100.0) 40s 93(23.8)

50s 80(20.5)

more than 60 55(14.1)

total 39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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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ause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n invariable number

individual

factor

gender 0.06 0.03 0.08 0.18* 0.09 -0.06 -0.08 -0.02 -0.03

age 0.01 -0.08 -0.05 -0.05 -0.03 -0.21* -0.02 -0.01 -0.12

level of education -0.06 0.05 -0.02 -0.04 -0.04 0.08 0.01 -0.06 0.02

place of birth -0.04 -0.02 -0.01 0.04 -0.04 -0.06 -0.01 0.03 0.06

monthly income -0.03 0.04 -0.04 0.09 0.00 -0.01 0.01 0.00 -0.02

the role in church -0.01 -0.13 0.02 -0.02 0.02 -0.08 -0.03 0.07 -0.10

church

factor

number of believer 0.04 0.08 0.06 0.01 0.04 0.01 0.04 0.05 0.11

church satisfaction 0.13* 0.18** 0.09 0.11 0.09 0.03 0.17* 0.05 0.09

R2 .257 .155 .226 .103 .149 .151 .240 .063 .117

F 6.325 3.347 5.293 2.100 3.178 3.230 5.779 1.219 2.387

Sig. .000 .000 .000 .008 .000 .000 .000 .252 .002

Table 3. Influential Factors of Individual Christian's characteristics

＊Reference 1 : dummy variable–gender(men-1), level of education(more than graduation from a university-1), place of birth(big city-1), The role in church

(General saint-1),
＊＊Reference 2 : *p<0.05, **p<0.01, ***p<0.001

3.2 기독  에 향  미치는  

기독교 인성 덕목에 한 개별 요인에 향요인을 알

아보기 해서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사랑은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이었다

(p<0.001). 향요인은 교회만족도(β=.13)가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기쁨은 교회만족도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성은 교회만족도가 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기독교 인성덕목별 향요인을 분석결과

개인요인에 의해서 향을 받지 않으며, 교회의 규모와

같은 교회요인은 상 으로 향을 미치지못하고 있었

다. 특히, 개인요인은 인성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요함

에도 기독교인성 덕목에는 비교 낮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성별에서 인내는 남성일수록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선은 연령이 높아

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Table 4에서 보면 기독

교인성에 향을미치는요인회구분석결과를알수있다.

체 기독교 인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회귀선은 체의 20.8%의 설명력을 가지며, F값을 볼

때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p<0.00)으로 나타났다. 기독

교 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요인, 교회요인으

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요인은 기독교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을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교회요인에서 교회만족도 요

인이 기독교 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4. Rarely analyzed results, factor affecting Christian personality 

factor β t sig.

an invariable number 12.36 0.000

individual factor

gender (men) 0.038 0.682 0.496

age -0.098 -1.078 0.282

level of education(more than

graduation from a university)
-0.016 -0.284 0.777

place of birth(big city) 0.006 0.101 0.920

monthly income 0.011 0.196 0.845

the role in church (General saint) -0.044 -0.536 0.592

church factor
number of believer 0.067 1.207 0.229

church satisfaction 0.128 2.26 0.025

Χ2 = .208 F = 4.591 Sig.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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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

유, 제의성경이 제시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토 로

기독교 인성 덕목을 추출하고 기독교 인성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해서 수행되었다. 234

개의 지역교회의 성도를 상으로 배포하고 391부를 회

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인성 덕목에서 가장 높은 수를 보인 것

은 ‘ 제’, ‘충성’의 순이며, 상 으로 낮은 수를 보인

것은 ‘사랑’과 ‘인내’ 덕목이었다.

둘째, 개인 인 요인과 교회요인에 따른 기독교 인성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서 실시한 분석결과,

개인 인 요인과 교회요인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교회요인에서 교회만족도 요인

이 기독교 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9가지 열매에 한 각각의 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향력이 높은 요인은교회만족도가 향력을

보 다.

넷째, 체 인 기독교 인성지수에 한 향요인은

교회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독교인성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교회요인 , 교회만족도는 기독교인성 9가지

에서도 기쁨과 충성에 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개인 인 요인 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

음을 분석하 다. 인내는 남성일수록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양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 인 인성과 인성교육에 련된 선행연구들은 많

다. 하지만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인성에 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

는 다른 기독교인성에 한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하지

못한 이 본연구의 한계이다. 그래서본 연구자의 선행

연구에 련된 연구 논문과 분석결과만을 제시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본연구의 향후 연구방향은 본 연구를 근거로하여 좀

더 구체 이고 실제 인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

교회직분, 신앙년수, 교회생활과 교회 만족도 등이 기독

교인성과 어떤 연 성 있는지, 어떤 기독교 인성덕목

과 요소들이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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