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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의 선천성을 옹호하는 최근 주장들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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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ticles and logics to claim the homosexuality inherence are continuously presented. This 
article summarized the pre-existing results to claim the homosexuality inherence, such as 
the gene, the brain, the prenatal hormone, and the brother effect, and presented the 
refuting results and logics. Then, this article reviewed the recent results and logics to claim 
the homosexuality inherence, such as the gene, the epigenetic factors, the third gender, 
and the other claims, and presented the counter arguments. Then, this article presented the 
results and logics to refute the homosexuality inherence, a claim that homosexuality was not 
developed by choice, and a claim that both homosexuality and heterosexuality were the 
acquired taste. In conclusion, there is no scientific evidence about the claim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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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sexuality is inevitably developed by the natural effects.

Key Words : homosexuality, inherence, gene, epigenetic factors, third gender

이 논문은 ‘결혼과가정을세우는연구모임’에서 제공한 연구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Ⅰ. 서론

최근에도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가 선천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  증거들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동성애의 선천성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동성애가 선천 이라면 자신의 의지와 상 없이 형성된 것이며 동성

애자들은 형성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므로,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사회 인 인정과 함께 도덕 인 책임을 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성애가 후천

이며 자신의 의지로 선택된 것이라면 그 선택에 한 도덕 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본 논문은 선천성에 의한 동성애 형성 가능성만을 다루겠으며, 후

천 인 요소들에 의한 동성애 형성 가능성은 다루지 않는다.

1990년  반에 동성애가 선천 이라는 몇 개의 논문들이 집 으로 나왔을 때는 

많은 학자들이 그 주장에 휩쓸렸지만, 그 후에 그 논문들의 결과들이 번복되면서 이제

는 동성애가 선천 이라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학계 풍토가 되었다. 이제는 

다수 학자들은 동성애가 선천 으로 결정된다고 보지 않으며, 한 몇 개의 유 자

에 의해 동성애가 유발된다고 보지 않는다(Mayer and McHugh, 2016: 8; Whitehead 

and Whitehead, 2016: 267-268; Sanders et al., 2015: 1386; Bailey et al., 2016: 46, 87). 

그러한 학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구 언론들이 동성애의 선천성을 지지하는 논문들

을 리 알리는 반면에 그 논문의 문제 은 지 하지 않기에, 문가들과 달리 일반인

들에게는 오히려 동성애는 선천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15년 5월의 미국 갤

럽 조사에서 51%의 미국인이 동성애는 선천 이라고 말했고, 30%만 환경, 양육 등에 

의해 정해진다고 했다(https://www.lifesitenews.com/∼, 2017). 이러한 미국인의 인식

이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근원 인 이유라고 본다.

최근에 한국 언론들도 서구 언론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각시키는 보도

에 편향되어 있기에 한국인들 사이에도 동성애는 선천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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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 동성애 련 을 읽으면 상당수 지식인들이 동성애를 타고 나는 것으로 

오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은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

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논문들과 언론에서 다루는 

논리들에 한 합리 인 반박이 매우 필요하다. 본 논문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

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 최근의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을 고찰하고 반론을 제시하 다. 

그리고는 동성애의 선천성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을 소개하 다. 한 동성

애는 자신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형성된다는 주장과 동성애와 이성애 모두 후천 인 

취향이라는 주장도 반박하고, 동성애 련 연구 결과의 잦은 번복 이유도 살펴보았다.

Ⅱ.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의 요약과 반론

1. 동성애 유발 유전자의 존재 여부에 관한 연구 결과

1993년 7월에 해머 등은 40 가계(family)에 해 유  연 (genetic linkage)을 조

사하여, X염색체 에 있는 유 자군(Xq28)과 남성 동성애는 상 계가 있다고 사이

언스에 발표하 다(Hamer et al., 1993: 321). 그들은 논문의 머리 에서 성 지향(동성

애)은 99% 이상의 통계  신뢰로 유 인 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이언스의 같

은 호에 련된 두 편의 이 실렸고, 해머의 결과로 동성애 유 자에 한 직 인 

증거에 근 해졌다고 기술했다(Szuromi, P., 1993: 273; Pool, R., 1993: 291). 1993년 12

월에 리쉬 등은 해머 결과에 해 조군과의 비교가 결여되었다는 반론을 사이언스

에 실었다(Risch et al., 1993: 2063). 흥미롭게도 1995년 사이언스에 ‘해머 논문의 공

자이며 연구   한 명이 해머가 데이터를 선별했다고 고발하 다.’는 내용이 실렸다

(Marshall, 1995: 1841).

1999년에 라이스 등은 Xq28에 존재하는 네 개의 표지 유 자(genetic marker)들을 

조사하 다(Rice et al., 1999: 665). 52 의 동성애자인 형제 사이와 33 의 일반 형제 

사이의 유 자 공유(allele sharing) 결과를 비교한 후에, Xq28이 남성 동성애와 상

계가 없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하 다. 사이언스의 같은 호에 ‘의심되는 동성애 유

자의 발견’이란 이 실렸다(Wickelgren, I., 1999: 571).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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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스키 등은 146가계에 속한 456명을 상으로 체 게놈(genome)의 403개의 표지 유

자를 조사하 다. 그 결과, Xq28은 동성애와 상 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Mustanski et al., 2005: 277). 1993년 조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얻은 이유를 논문에

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해머 자신이 1993년 결과를 번복하 다. 그 지만, 2005년 논

문에서는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 련 유 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 다.

그런데 2010년에 라마고 란 등은 112명 동성애자들을 상으로 체 게놈의 약 

6,000개의 단일염기변이(single-nucleotide polymorphism)을 조사하여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 련 유 자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Ramagopalan et al., 2010: 131). 

2012년에 드라반트 등은 23,874명(이성애자 77%, 동성애자 6%)을 상으로 유 체 

연 성연구(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방법으로 체 게놈을 조사한 결과, 통

계 으로 유의미한 동성애 련 유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Drabant et al., 2012). 유

체 연 성연구는 유  연 (genetic linkage) 연구와 달리 유 자 하나하나를 조사

하는 최첨단 연구 기법이며, 한 재까지 수행한 것  최  규모의 상자들을 조

사하 기에, 앞으로 동성애 유발 유 자가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2. 동성애자의 두뇌 구조에 관한 연구 결과

성 지향이 정신  성향이기에 두뇌에 의해 정해지고, 동성애자는 선천 으로 일반

인의 두뇌와 다를 것이라고 추측했다. 태아기의 8∼24주에 호르몬 증가는 발생하는데, 

그 시기의 호르몬 이상으로 두뇌 구조 형성에 향을 받아서 동성애자가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1991년에 리베이가 41명 죽은 사람의 두뇌 시상하부  INAH 크기를 조

사한 결과, 남성 동성애자의 INAH3는 여자처럼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으므로, INAH3

가 동성애와 련성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하 다(LeVay, 1991: 1034). 사이언스의 

같은 호에 동성애가 생물학 인 상이라는 증거가 제시되었다는 이 실렸다(Barinaga, 

1991: 956). 2001년에 바인 등이 INAH3은 남성 이성애자보다 남성 동성애자가 크기가 

작은 경향을 나타내지만, INAH3 내의 뉴런(neuron) 개수를 측정한 결과, 남성이 여성

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남성 이성애자와 남성 동성애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

했다(Byne et al., 2001: 86). 바인 등은 남성 동성애자의 INAH3 크기가 작은 이유는 

후천 인 향으로 보며, 리베이 결과를 반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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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 알  등은 남성 동성애자의 앞연결부(anterior commissure)가 여성처럼 남

성 이성애자보다 크다는 발표를 했지만(Allen and Gorski, 1992: 7199), 2002년 라스코 

등의 연구에서는 남녀  성 지향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발표하 다(Lasco et al., 

2002: 95). 1997년에 비 과 왈스텐은 1982년부터 1994년까지 이루어진 뇌량(corpus 

callosum)에 한 49회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뇌량의 상구조(splenium)에 한 남녀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Bishop and Wahlsten, 1997: 581). 따라서 1990년 에 동성애자

의 두뇌는 반 의 성(性)을 닮았다는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결국 그러한 논문들이 

모두 번복되었다. 2006년에 바인은 호르몬에 의해 남성만의 특별한 두뇌 구조를 형성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결과를 발표하 다(Byne, 2006: 950). 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두뇌 구조가 후천 인 학습 등에 의해 쉽게 변함을 나타낸다. 요약을 하면, 동성애자

의 두뇌 구조가 일반인과 선천 으로 달라서 두뇌 때문에 동성애를 한다는 과학  증

거는 없다.

3. 태아기 호르몬이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먼  성호르몬의 효과에 해 간략히 언 하면,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호르몬 수치를 조사하면  차이가 없고(Meyer-Bahlburg, 1984: 375), 동성애자에게 

강제로 성호르몬을 주입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Murphy, 1992: 501). 성호르몬

은 성욕을 증가시키거나 감퇴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동성애 습 을 바꾸지 못한다

(Kwan et al., 1983: 557). 태아기 호르몬이 동성애에 미치는 향을 아는 좋은 방법은 

많은 양의 태아기 호르몬 향을 받은 사람의 동성애 비율을 보는 것이다. 에는 

유산 기 임산부에게 합성 여성호르몬인 디에틸스틸베스테롤을 엄청나게 투여했는데, 

그 임산부 딸의 성  지향을 조사한 결과, 네 번 연구  두 개는 일반인보다 동성애 

성향이 조  높았지만(Ehrhardt et al., 1984: 457), 두 개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으며, 

최근에 행한 연구에서도 차이가 없었다(Lish et al., 1992: 423). 태아기에 남성 호르몬

을 많이 분비하는 선천성부신과형성이란 질환을 가진 여성이 일반 여성에 비하여 동성

애 성향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그 게 큰 차이는 아니었다(Meyer-Bahlburg 

et al., 2008: 85). 태아기에 과다하게 호르몬이 분비된 사람과 일반인 사이의 성  지

향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로부터, 태아기 호르몬이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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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리엄 등이 손가락 길이의 비율을 조사하여 동성애와 태아기 호르몬의 

연 성을 보여주는 논문을 네이처에 발표하 다(Williams et al., 2000: 455). 남성의 둘

째손가락 길이가 넷째손가락 길이에 비하여 짧지만, 여성의 둘째손가락 길이가 넷째손

가락 길이와 거의 같고(Manning et al., 1998: 3000), 손가락 길이의 비율에 태아기 호

르몬이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Brown et al., 2001: 325). 리엄 등이 여성 동

성애자의 손가락 길이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여성 이성애자에 비하여 은 값을 가져

서 남성 쪽으로 가까웠다. 이것을 토 로 여성 동성애자가 여성 이성애자에 비해 태아

기 호르몬의 향을 더 받은 것으로 추론했다. 그런데 미국 여성의 동성애자 비율이 

1.8%이라고 놓으면, 손가락길이의 비가 의 결과처럼 남성과 비슷해지면 여성 동성애

자가 될 확률이 조  증가하지만, 다수 여성은 여 히 이성애자이다. 즉, 어떠한 손

가락길이의 비율을 가져도 여성 이성애자의 수가 여성 동성애자에 비해 략 50배 많

다. 따라서 손가락길이의 비율이 태아기 호르몬의 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 결과

는 태아기 호르몬은 여성 동성애를 유발하는 큰 향을 주지 않음을 나타낸다(길원평

ㆍ민성길, 2014: 15). 한 리엄 논문에서 남성 동성애자의 손가락 길이의 비율이 남

성 이성애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태아기 호르몬이 남성 동성애에는 향을 주지 

않고 여성 동성애에만 향을 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요약을 하면, 태아

기 호르몬이 동성애 형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

4. 형 숫자가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형이 많을수록 남동생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동성애가 선천

이라는 증거의 하나로서 사용되며, 이를 ‘형 효과’라 부른다. 이러한 형 효과를 나타내

는 결과들도 있지만(Cantor et al., 2002: 63), 최근에 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

들이 발표되었다. 2006년에 동성결혼을 등록한 약 이백만 명의 덴마크 국민을 조사한 

결과, 형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Frisch and Hviid, 2006: 533), 2006년에 동성애 경향

이 조  있는 이성애자에게서도 남성은 형 효과가 있었고 여성은 ‘오빠 효과’가 있었

다(McConaghy et al., 2006: 161). 한 이 형 효과가 어린 남동생이 나약할 때에 나타

나는 형들의 부정 인 반응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Bem, 1996: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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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효과에 한 생물학  가설은 어머니가 태아에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동성애 

성향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이다(Blanchard and Bogaert, 1996: 27). 즉, 첫 번째 남자 

아기를 가졌을 때에 어머니 몸에 생겨진 남성에 한 항체가 두 번째 남자 태아의 뇌

를 공격하여 동성애 성향을 갖게 만든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어머니 몸에 생긴 항체가 

남성-특이성 단백질에 반응한다면, 가장 남성 인 장기인 고환을 공격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정액의 질(quality)이 떨어지고 고환암 등의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동성애자

들에게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남성에 한 항체가 가장 남성 인 장기인 

고환을 공격하지 않고, 두뇌에 있는 남성 인 부분만 공격한다는 것은 합리 이지 않

다. 한 태아의 뇌를 공격했다면 읽고 쓰는 것에 한 학습 장애도 나타나야 하는데, 

남성 동성애자는 오히려 말을 더 잘하며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Sanders and 

Wright, 1997: 463).

형 효과의 다른 문제 으로는, 첫째 아들인 남성 동성애자, 여자 형제들만 있는 남

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등은 형 효과로 설명할 수 없고, 체 동성애자의 17% 정

도만 형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Cantor et al., 2002: 63). 따라서 형 효과가 옳다면 동

성애 유발 원인이 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한 쪽은 면역반응에 의해 신경학 으로 손상을 입어 동성애자가 되었고 다른 쪽은 다

른 원인에 의해 동성애자가 되었다면, 두 종류의 동성애자 사이에 행동의 차이가 있어

야 하는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형 효과를 생물학 으로 설명하려는 어머니의 면

역반응 가설은 설득력이 없다(길원평 등, 2016: 110). 최근에 어머니의 면역반응 이론

을 체계 으로 반박한 논문이 나왔다(Whitehead, 2007: 905).

Ⅲ.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최근 연구 결과들과 논리에 대한 고찰과 

반론

1. 동성애 유발 유전자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와 반론

2014년 2월에 남성 동성애자 409명을 조사하여 DNA 역, 즉 8번 염색체 8q14와 

X염색체의 Xq28에 동성애와 련이 있는 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미국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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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총회에서 발표했으며, 2015년 5월에 학술지에 실렸다(Sanders et al., 2015). 이제

부터는 이 연구의 문제 을 지 하겠다. 첫째, 8q14와 Xq28은 수많은 유 자로 구성된 

염색체상의 역이다. 동성애 유발 유 자를 발견했다고 하려면 특정 유 자를 지정하

고, 그 유 자의 기능을 알고 어떻게 동성애를 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둘째, 

Xq28은 1999년과 2005년에, 8번 염색체는 2010년에 이미 동성애와 연 이 없다고 발

표되었다. 이처럼 1999년, 2005년, 2010년에 연 이 없다고 밝 진 부분들을 다시 주장

하기에 신뢰하기 어렵다. 셋째, 연구 방법으로 특정 형질을 가진 자가 공유하는 DNA 

역을 찾는 유  연 분석(genetic linkage study)을 사용하 는데, 최근에는 이 방

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는 련된 특정 유 자를 알 수 없

으며, 수많은 유 자가 존재하는 DNA 역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Whitehead and 

Whitehead, 2016: 167). 따라서 최근 학계는 특정 유 자와 특정 형질 간의 연 성을 

찾는 유 체 연 성 방법(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을 선호한다. 앞

서 말한 로 2012년에 드라반트 등은 유 체 연 성연구 방법으로 체 게놈을 조

사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동성애 련 유 자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Drabant 

et al., 2012). 2016년에 주요 자인 베일리가 쓴 논문에서도  논문이 많은 사람을 

상으로 연구한 은 격려할 만한 하지만, 형질, 즉 동성애에 향을 주는 특정 유

자를 밝히는 것까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 했다(Bailey et al., 2016: 77).

넷째, 과학자들의 비  의견들이 있다(Servick, 2014: 902). 미국 유 학자인 닐 리쉬 

교수는 “이번 논문은 Xq28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지 못했다. 나는 1999년 논문에서 

Xq28과 동성애 사이의 연 성을 발견하지 못했고, 최근 발표된 증거들도 Xq28에 해 

추가 인 의문을 제기한다. 게다가 이번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하고, 

사이언스에 련 을 었다. 자 샌더스는 단일 유 표지(isolated genetic marker)

를 이용할 경우, 8번 염색체는 유의성 기 을 충족하지만 Xq28은 그 지 않다고 인정

했다. 다섯째, 2014년 2월에 학회에서 발표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학술지에 

실렸다. 샌더스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서 거 을 당했다는데, 이는 결과의 신

뢰도가 높지 않음을 나타낸다. 한 2004년부터 상을 모집하여 실제 발표까지 9년 이

상이 걸렸다는 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흥미롭게도 샌더슨 등은 논문의 마지막에 유

인 기여는 결정 이라고는  볼 수 없음을 강조한다고 언 하 다(Sanders et 

al., 2015: 1386). 즉, 동성애를 유 인 요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주장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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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연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2.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후생유전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와 반론

2015년 10월에 미국 인간유 학회에서 응운(Ngun) 연구 은 유 자 40만 개의 후생

유 학  변화를 찰한 뒤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차이를 알려주는 5개 꼬리표

(markers)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Ngun et al., 2015). 후생유 학  변화란 DNA 메틸

화와 같은 DNA의 구조변화로 유 자의 발 이 달라지는 상을 말한다. 둘  최소 

한쪽이 동성애자인 남자 일란성 둥이 47 의 타액을 채취해 DNA의 5개 꼬리표를 

알고리즘(algorithm)에 입한 결과, 이성애자 측 확률은 50%, 동성애자 측 확률

은 83%이라고 2015년 10월 8일 네이처 뉴스에 실렸다. 하지만  발표의 문제 을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자 수가 47 이므로,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도 통계 으로 

무의미한, 단순 추측 이상이 될 수 없다. 둘째, 게놈의 140,000 역을 분석하여 6,000

역을 선택한 후에 한 모델을 개발하 다. 이 때 샘 을 알고리즘 생성샘 과 용

샘 로 나 었다. 이러한 나눔은 샘 의 작은 숫자를 더 작게 만듦으로써, 우연히 

정 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셋째, 여러 모델 에서 용 샘 을 가장 정

확하게 측하는 모델을 선택하 다. 용샘 과 무 하게 모델을 만든 후에, 용 샘

에서 결과를 얻어야 하는 객  과정을 배함으로써, 우연히 정 인 결과를 얻

을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넷째, DNA의 메틸화된 정도를 분석하여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후생유 학  요인을 찾아냈다고 말할 수 없다. 메틸화 표지를 비롯한 후생

유 학  요인의 유  가능성은 가설로만 존재한다. 다섯째, 후생유 학 표지는 조직 

세포에 특이 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침으로부터 얻은 샘 로 동성애에 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The Science Times, 2015). 여섯째, 이 결과가 학회에서 발표된 이후 논

문으로 출 되지 않았으므로 신뢰도가 떨어지며, 응운 박사가 남성 동성애자인 도 객

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2015년 10월 8일자 네이처에 비논문(preprint)도 없는 

의 결과를 언론에서 무 크게 다루는 것을 비 하는 이 실렸다(Becker, 2015: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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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의 성(性)이 있다는 주장과 반론

육체의 성은 수정란의 염색체와 유 자에 의해 성 기 , 정소, 난소 등이 만들어진

다. 따라서 육체의 성은 선천 으로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육체의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으로 구별되는데, 매우 낮은 확률로 남녀가 아닌 간성(intersex)이 만

들어진다. 간성이 생기는 이유는 성염색체 이상 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나  수 있

다. 성염색체는 여성은 XX, 남성은 XY인데, 일반 인 성염색체 이상으로 X 하나만 

있는 터 증후군과 XXY, XXYY, XXXY 등을 가지는 클라인펠터증후군이 있다. 터

증후군은 외형은 여성이지만 2차 성징이 결여되고 가슴이 발육되거나 임신을 할 정도

로 여성성이 발달되지 않는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사춘기에 남성호르몬이 잘 분비되

지 않아서 여성형 유방이 발달하며 고환과 음경의 크기가 작고 생식능력이 결여된다. 

터 증후군과 클라인펠터증후군, 모두 사춘기에 증상이 나타나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최근에는 호르몬 투여와 수술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많이 호 시킬 수 있다.

에서 언 한 간성들을 제3의 성이나 정상 인 성의 한 종류로 볼 수 없으며, 아주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선천 인 성 기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내 문헌에 따르면, 클

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진 환자들 의 일부는 사춘기에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 이들 

 일부는 남성 동성애자로 행동한다고 되어 있다(하재청 등, 2008: 234). 하지만 이 

경우에 클라인펠터증후군 자체가 동성애를 유발하는 생물학  요인이 아니며, 자신의 

외모가 친구들과 다름을 깨닫고 느끼는 불안정한 성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남성 동성애

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선천 인 생물학  요인이 아니고 후천 인 심리학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자로 행동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으로 간성은 선천 인 성 

기형의 일종이며 동성애를 유발하는 생물학  요인이 되지 않는다. 한 다수 동성

애자들은 정상 인 남성 는 여성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간성을 핑계로 동성애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4.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기타 논리에 대한 반론

최근에는 동성애자들 에는 동성애를 타고난 사람과 그 지 않은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과학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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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동성애를 끊을 수 있지만 타고난 사람은 끊을 수 없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신념에 속한다. 왜냐하면, 과학은 반

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주장은 반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동성애를 

끊으면 타고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끊지 못하면 타고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

으로  주장은 그럴듯한 논리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동성애를 선천 으로 타고났

는데 환경이나 경험을 통해 그것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있다. 이 경우도 동성애가 선천

으로 타고났음을 나타내는 과학  증거는 없기에, 단순히 그럴듯한 논리에 불과하다. 

즉, 동성애가 선천 으로 타고났는데 나 에 드러났는지, 혹은 후천 으로 형성되었는

지를 분간할 방법이 없다. 최근에는 동성애가 선천 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  

증거가 없으니까, 그럴듯한 논리를 사용하는 것 같다.

Ⅳ. 동성애의 선천성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과 논리

1.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음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

동성애가 유 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과학  근거는, 자녀를 게 낳는 행동양식

은 유 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정 유 자를 가진 집단이 지속 으로 존재되려면, 

그 유 자를 가진 성인 1명당 1명 이상을 낳아야 한다. 그 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가 어든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의 15%만이 

결혼을 하고(Cameron et al., 2005: 915), 남성 동성애자의 13.5%가, 여성 동성애자의 

47.6%가 1명 이상의 아이를 갖는다(Wells et al., 2011: 155). 따라서 동성애가 유 이

라면 이미 사라졌어야 한다. 아주 단순한 생명체의 행동양식은 한 두 개의 유 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 으로는 생명체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데 수많은 유 자가 

여한다. 수많은 유 자가 돌연변이에 의해 바 어야 행동양식이 바 므로, 동성애가 

유 이라면 천천히 여러 세 에 걸쳐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계조사를 하면 동

성애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동성애가 돌연변이에 의해 정상 유 자가 손상되어 나타난다는 주장에 한 반론으

로는, 다운증후군과 같이 유  결함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을 모두 합쳐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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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략 1%이다(Cavalli-Sforza and Bodmer, 1971). 그런데 서구의 동성애자와 양성애

자를 합친 비율은 약 2∼3%이기에, 돌연변이에 의한 상이라고 보기에는 확률이 

무 크다(Whitehead and Whitehead, 2016: 24). 한 자란 환경에 따라 동성애를 하는 

확률이 다르다. 1994년 조사에서 14∼16세 청소년기를 어디서 보냈느냐와 지난 일 년 

동안 동성애 트 가 있었는지를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기를 시골에서 보내면 

동성애 트 를 가질 확률이 낮고, 큰 도시에서 보내면 동성애 트 를 가질 확률이 

높았다(Laumann et al., 1994). 2006년에 200만 명의 덴마크 사람을 조사했을 때, 시골

에서 태어난 자는 도시에서 태어난 자보다 은 동성애 트 를 가지고 있었다(Frisch 

and Hviid, 2006: 533). 따라서 의 결과는 동성애가 후천 인 향을 많이 받음을 나

타낸다.

2.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에 대한 연구 결과

동성애가 선천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과학  증거는 일란성 둥이의 동성

애 일치비율이다. 왜냐하면 일란성 둥이는 유 자가 같고 모든 선천 인 향을 동

일하게 받기에, 동성애가 선천 이라면 일란성 둥이는 높은 동성애 일치비율을 가져

야 하기 때문이다. 1991년 베일리 등의 조사에서 남성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일란성 

둥이 52%, 이란성 둥이 22%, 다른 형제 9.2%, 입양된 형제 11%이었다(Bailey et al., 

1991: 1089). 유 자가 같은 일란성 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이 유 자가 다른 이란

성 둥이와 형제들의 일치비율에 비해 훨씬 높기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  동성애가 

유 임을 믿게 만들었다. 그런데  결과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잡지와 신문을 통하여 

상을 모집하여서, 동성애자인 둥이들이 많이 응모하여 동성애 일치비율을 증가시

켰을 수 있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한 1991년 베일리 결과는 일치하는 둥이에게 

가 치를 주어 일치 비율을 높 다(Jones and Yarhouse, 2000: 75).

최근에 실시한 규모 조사 결과를 소개하겠다. 2000년에 미국인 1,512명의 동성애

와 양성애를 합친 비이성애 일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녀를 통합하여 일란성 둥이

가 18.8%이었다(Kendler et al., 2000: 1843). 2000년에 호주인 3,782명의 일란성 둥이

의 동성애 일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 11.1%, 여성 13.6%이었다(Bailey et al., 2000: 

530; Jones and Yarhouse, 2000: 77). 2010년에 스웨덴인 7,652명의 일란성 둥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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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일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 9.9%, 여성 12.1%이었다(Langstrom et al., 2010: 

75). 통계학 으로 조사 상자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증가하므로, 일란성 둥이의 동

성애 일치 비율은 략 10% 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10% 정도의 일치

비율도 부 선천 인 향이라고 말할 수 없다. 둥이는 같은 부모와 환경 하에서 

후천  향을 동일하게 받았으며 서로에게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유

자를 가지고 선천 , 후천  향을 모두 합쳐도 일치비율이 10% 밖에 되지 않음은, 

동성애자가 되도록 미친 선천 인 향은 10%도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일란성 

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비율은 동성애가 선천 인 요소로 결정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Ⅴ. 동성애 형성에 관한 기타 주장과 반론

1. 동성애가 자신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형성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동성애 성향이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이 함의하는 것은 동성애에 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을 수 없

으며, 동성애는 정상 인 성 지향 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장에 

한 반론으로는 첫째, 동성애 성향이 자신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형성되었음을 입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가 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과학으로 

별할 수 없다. 어린 나이에 동성애 성향이 형성되었다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이 여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을 하

기 때문이다. 습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될 수 있지만 선택과 무

하다고 볼 수 없다. 무심코 선택하여 반복한 행동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마찬가

지로, 동성애 성향도 외부 자극에 한 무수한 선택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린 나이에 형성된 동성애 성향은 확정 인 것이 

아니고 유동 이라는 이다. 어린 시 의 동성애 성향을 자신이 의지 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성향이 강화되고, 동성애 성향을 의지 으로 거부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향은 약화된다. 즉, 동성애 성향은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강제성을 가지

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가 동성애 경향에 한 행동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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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동성애자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된다. 결론 으로 자신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동

성애 성향이 형성된다는 학자들의 주장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인간의 선택과 의지는 

과학의 역이 아니기에, 그 주장은 과학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으

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2. 동성애와 이성애 모두 후천적인 취향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동성애와 이성애 모두 후천 으로 형성되므로, 동성애를 이성애와는 다르게 비정상

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선택한 취향으로 존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의 반론으로는,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는데, 육체는 으로 유 에 의

한 선천 인 향을 많이 받지만, 성행동도 기본 으로 유 의 향을 받는다. 그러나 

인간사회에서 말하는 성(human sexuality) 는 성심리는 생물학  요인(뇌, 성호르몬) 

뿐 아니라 교육, 문화 등의 후천 인 향을 받는다. 수정란의 유 자에 의해 성 기 , 

정소, 난소 등이 만들어지므로 육체의 성은 선천 으로 결정되지만, 성 인식의 형성에

는 육체로부터 오는 선천  향과 교육, 문화 등에 의한 후천  향이 모두 미친다.

이성애 형성과정에 교육, 문화 등의 후천 인 향이 강력하지만, 선천 으로 결정

된 생물학  성이라는 토  에 형성되었기에 후천 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

다. 이성애는 선천 으로 정된 경로를 따라 후천 인 도움을 받아서 형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애는 선천 이며, 육체와 정신이 서로 부합하는 자연스럽고 정상 인 성 

인식이다. 반면에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선천 인 향에 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1990년  에 동성애를 선천 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결과들이 나왔지만, 결국 

잘못되었음이 밝 졌다. 동성애는 생물학  성에 근거한 육체로부터 오는 향과는 반

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동성애 형성에 선천 인 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재의 과학  자료로부터 유추하면, 동성애는 후천 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이다. 즉, 동성애는 후천 인 향에 의해 왜곡된 성 인식이 육체로부터 

오는 선천  향을 강제로 억 름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동성애는 선천

인 생물학  성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선천 인 성과 부합하는 이성애와 동등하게 

정상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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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동성애 관련 연구 결과의 잦은 번복 이유

과학 인 연구 결과는 항상 번복될 가능성을 갖지만, 1990년  반 동성애를 선천

인 것으로 단하게 했던 결과들은 모두 번복되었다. 이러한 번복 결과는 이례 인 

것이므로, 동성애 련 결과들의 번복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해 살펴보겠다. 첫째, 

조사 상의 수가 으면 평균에서 벗어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통계

으로 요동(fluctuation)이라고 부르며 단순한 우연이다. 로서, 은 수의 동성애자의 

코 높이를 측정했을 때 일반인의 코 높이와 우연히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이 결

과가 우연인지, 코 높이를 결정하는 생물학  요소가 동성애를 일으켰는지를 구별할 수 

없다. 동성애자가 일반인과 다른 코 높이를 가지는 결과는 흥미롭다고 학술지에 실리게 

된다. 반면에 동성애자가 일반인과 비슷한 코 높이를 가지는 결과는 학술지에 실리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몇 십년동안 동성애와 생물학  상이 연 이 있다는 논

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한 언론이 서특필하여 동성애와 생물학  상이 연 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결과가 되려면, 일 된 결

과가 나오든지 규모로 조사하여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따라서 동성애자 수는 

고 성 하게 학술지에 실림으로써, 동성애 련 결과의 번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원인과 동성애로 말미암은 결과가 뒤바 어 해석될 수 

있다. 로서, 1991년 리베이가 남성 동성애자의 특정 두뇌 부분이 여성과 비슷하다는 

결과를 발표하 는데, 이 결과를 죽은 사람의 두뇌에서 얻었기에, 태어날 때부터 여성

과 비슷한 두뇌를 가져서 동성애를 한 것인지, 혹은 동성애자로서 살았기에 특정 두뇌 

부분이 변형되었는지를 분간할 수 없다. 즉, 동성애자로서 살아온 결과로 말미암아 나

타난 생물학  특성이 동성애의 원인으로 왜곡될 수 있다. 셋째, 과학자 는 조사

상자들에 의해 의도 으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앞에서 언 했듯이, 1995년에 해머 

연구   한 명이 해머가 데이터를 선별했다고 고발하 다(Marshall, 1995: 1841). 연

구윤리국이 밝히지는 못했지만, 데이터가 선별되어 결과가 왜곡되었을 수 있다. 다른 

경우는 조사 상자에 의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로서, 1991년에 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을 조사할 때, 일란성 둥이인 동성애자들이 의도 으로 조사에 동참하여 동

성애 일치 비율을 증가시켰을 수 있다. 이러한 왜곡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학자 는 

조사 상자들이 의도 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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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논문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최근의 연구 결과들

을 소개하고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동성애가 선천 인 것이 아님을 밝히려고 하 다. 

먼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즉 유 자, 두뇌, 태아기의 

호르몬 이상, 형 효과 등에 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한 후에, 이를 반박하는 연구 결

과들과 반론들을 소개하 다. 그리고는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최근의 연구 결과

들과 논리들을, 즉 동성애 유발 유 자, 후생유 학  요인, 제3의 성, 기타 주장 등을 

고찰한 후에, 이에 한 반론을 제시하 다. 추가해서 동성애가 선천 이지 않음을 지

지하는 연구 결과들과 동성애가 선천 인 향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일란성 

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비율에 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최

근까지의 련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을 살펴 으로써, 동성애가 선천 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려고 하 다.

다행히 최근에는 다수 학자들은 동성애가 선천 으로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에 동성애가 선천 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 학자들이 무비 으로 받아드렸

지만, 이제는 그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근에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다수의 과학자들이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로, 존스홉킨스  연구 은 성 지향에 한 최근까지의 연구를 요약한 후에, 성 지

향은 타고난 것이며 생물학 으로 인간의 고정된 특성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과학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으며(Mayer and McHugh, 2016: 8), 와이트헤드 등도 결론에

서 유 학자, 인류학자, 발달심리학자, 신경과학자 등에 의해 동성애가 유 으로 결

정되지 않음에 한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다고 언 하 다(Whitehead and Whitehead, 

2016: 267-268). 한 샌더스 등은 최근에 발표된 동성애 유발 유 자에 한 논문의 

결론에서 ‘유  기여가 결정 이라고는  볼 수 없음을 강조한다.’고 언 했고

(Sanders et al., 2015: 1386), 우간다의 동성애 처벌법이 만들어진 후에 동성애자 인권

을 뒷받침하기 해 쓰여진 논문에서조차 최근까지의 연구를 요약한 후에, ‘성 지향 

원인을 규명하는 이론은 없다.’고 결론지었다(Bailey et al., 2016: 46, 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언론이 동성애가 선천 이라는 연구 결과만을 부각시키므

로, 서구의 일반인에게는 동성애는 선천 이라는 인식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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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구 일반인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는 분 기가 서구에 확산

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그런데 국내 언론들도 동성애는 타고난 것으

로 인식하도록 편집되곤 한다. 지 은 번복이 된 의 과학  근거만 소개하고 동성

애의 선천성을 부정하는 최근 결과는 소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편향된 정보들이 한국

인들로 하여  동성애는 선천 이라는 오해를 갖게 하고, 상당수 지식인이 동성애를 

선천 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오해를 갖게 만드는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의 문제 을 지 하 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첨언하면, 동성애를 유발하는 생물학  요소가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로 유추하면 동성애를 유

발하는 생물학  요소가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다. 최근에 많은 사람의 유 자 정보

가 축척되었고 유 자 분석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유발 유 자가 발

견되지 않기에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동성애 형성에 선천

인 향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로서, 살인이라는 행동에는 쉽게 흥분하

는 성격, 근육질의 몸 등과 같은 선천 인 향이 있을 수 있다. 그 지만, 이러한 선

천 인 향은 직 으로 살인을 하게 만들거나 살인 충동 자체를 유발하는 것이 아

니고, 살인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간 인 것이다. 따라서 살인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선천 인 향을 핑계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선천 인 향이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핑계로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해

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선천 인 향이 직 으로 동성애를 하게 만들거나 동

성애 성향 자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천 인 향에 의해 동

성애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한 과학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 지

을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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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 으로 발표되며 련 논리들이 제

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먼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즉 

유 자, 두뇌, 태아기의 호르몬 이상, 형 효과 등에 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한 후에, 

이를 반박하는 논문들과 반론들을 소개하 다. 그리고는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을, 즉 동성애 유발 유 자, 후생유 학  요인, 제3의 성, 

기타 주장 등을 고찰한 후에, 이에 한 반론을 제시하 다. 한 동성애의 선천성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을 소개하 으며, 동성애는 자신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형성된다는 주장과 동성애와 이성애 모두 후천 인 취향이라는 주장을 반박하 다. 마

지막으로 동성애 련 연구 결과의 잦은 번복 이유도 살펴보았다. 결론 으로 선천

인 향에 의해 동성애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한 과학  근거는 

없다.

주제어 : 동성애, 선천성, 유발 유전자, 후생유전학적 요인, 제3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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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s at discussing on the significances of the Good Works in Heidelberg 
Catechism, and then suggesting the significances for the Korean Christianity. More detailed 
objectives and related contents are as followed.

First, the study looks into the significants of ‘Good Works’ in the Heidelberg Catechism. 
From here the historic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in terms of the 
Heidelberg Catechism are described, and the concepts of the Good Works is mentioned 
as well. And relation to the Good Works, the meaning of gratitude, belief, holy spirit in the 
Heidelberg Catechism are discussed. Lastly, the Good Works are discussed based on the 
socially poor and weak in the Heidelberg Catechism. Ursinus has mentioned that the 
Good Works comes out the true beliefs, follows God's Laws, and they are all about the 
glory of God. Therefore, the Good Works for the socially poor and weak should be 
what Christian is to obey God's command of serving the poor and weak. 

Lastly, the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for the Korean Christianity regarding the 
Good Works in the Heidelberg Catechism. Korean society in the super individualism 
neglects the socially weak, and churches in the society passes over those individualism 
in silence. In the society and the church, the awareness of community would be buried 
under the capitalistic economy. In such a phase, necessity of Christianity Role should be 
strongly come to the fire, which could recover on the awareness of community in the 
society and the church. So it should be necessary to the ethical works for the poor and 
weak, as a code of conduct for Korean Christianity. Therefore the Korean Christianity 
should look for new significants in Jesus' Commands, that you shall love your Go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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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neighbor as yourself. 

Key Words : Heidelberg Catechism, good works, the socially poor and weak 

이 논문은 김성애 (201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난 ‘선한행 ’ - 비나스 타자윤리와 

련하여 -) 석사학 논문. 계명 학교. 에서 일부를 이 논문의 형식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것임.

Ⅰ. 연구의 의의

연구자는 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기독교인이 가지는 믿음의 본질은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행 ’ 속에서라는 말이

다. 그 행 의 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선행이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주제를 가진 요한 말 은 수께서 말 하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이다. 그리스도인의 일상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선행일진데, 이 행 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는 정보화 시 로 어들었고, 특히 사회 구성원은 가

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의 발달과 그로 인한 다양한 소통 방법 특히 SNS 등의 사

용으로 다른 사람과 물리 인 의 기회가 어들었다. 그래서인지 이 사회는 개인

주의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지 않은 개인들이 자기 이외의 일에는 사회

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 폭력, 비도덕 인 일들에 해 무 심하거나 둔감할 뿐 아니

라, 그러한 일의 발생 원인에 한 통감함이 무뎌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이러한 개인 심의 사회에서 짙어져가는 인간의 이기 인 

성향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교회가 념  차원에서의 믿

음을 타 하지 못하는, 즉 행 가 없는 믿음에 한 그 어떠한 구체 인 해법을 제시 

못하는 부분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교회는 믿음에 한 올바른 교육과 그것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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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윤리  임무에 해 감각을 일깨워야 하는데도 말이다. 

믿음과 행 가 이분법 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 를 수반해

야 하는데, 그 행 가 바로 선행이라 하겠다. 이 선행이 개인  이기심의 껍질을 깨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공동체 인 사고를 가지고 하

나님의 본래의 창조  목 을 이루도록 인도 할 핵심 인 해법의 내용이 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선행은 믿음에 제한다고 하면서 믿음과 행 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이 말은, 

믿음을 행 로 온 하게 표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신학  의미를 논함에 있어, 성령에 한 부분은 그 핵심 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이상은, 2013: 282). 이 게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이 선행을 강조

하는 그 심에는 바로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성령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것인데, 이 

믿음은 항상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 믿음 다와 진다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

답은 첫 번째 문항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포 이고 역동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것은 구원과 칭의의 사역에서 뿐 아니라 성례 과 선한행 를 통한 하나님의 형

상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포 인 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이상은, 2013: 283).”1) 

이에, 연구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을 구체화함으로써2) 우리의 실

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을 입은 신앙인이 어떻게 선행을 통한 성화의 삶

을 살아야 하는가에 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믿음은 단지 생각의 틀 속에 갇  

있거나 념 인 그물망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행함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의 모든 행 를 선함으로 유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그것

도 선행을 통해서 확인되기에, 이 연구가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선행을 강조하는 하이

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회복하는 시사 을 

얻도록 하는 데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련된 모든 선행 연구들은 선행과 연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 부분에 해 이경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  교회의 교리교육 장에서 매우 요한 역

할을 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한 연구가 을 뿐 아니라, 자 우르시 스가 쓴 해설서에 

한 국내 연구는 더 은 실정이다. 그러하기에 우르시 스의 해설서를 자료로 삼아 믿음과 선한행

의 계를 규명하는 일은 한국 개  교회 신자들의 삶과 련하여 요하다 할 수 있다”(이경

직, 201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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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

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적 배경, 성격 및 구조

(1) 역사적 배경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자에 한 분분한 논

란 가운데서도 유력한 추측은 자카리아스 우르시 스(Zacharias Ursinus)라는 설과 공

동 자 설이다(주도홍, 2013: 184). 자는 존 네빈(John W. Nevin)이 하이델베르크 요

리문답해설 소개의 에 밝힌 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체 내용에 우르시 스의 

정신과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는 말에서도 확인이 된다(원 연 역, 2006: 25). 하

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4 에 이르는 보완작업을 거쳐 완성되었고, 1618∼19년 도르

트총회에서 공 으로 인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주요 기독교 국가

에서 수용되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개 교회의 주요 신앙고백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 다(주도홍, 2013: 19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배경에 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그것은 팔츠 지역을 통치하는 자들이 여되어 있음과(권호덕, 2007: 

166) 통치하는 자가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신앙  노선에 따라 달라지는 종교  내용

과 강조로 인해 야기되는 신앙에서의 무질서와 오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것(권호

덕, 2007: 166)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당시의 통

치 철학과 운 을 자신의 신앙  차원에서 실 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만들어진 것임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요리문답은 개 교회의 선구자  역할을 할 뿐 아

니라 개 교회 세계 3  신앙고백  하나로 인정받는다(주도홍, 2013: 184).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교육서로서 역할하고 있는지를 반증하

는 의견  하나이다. 

(2) 성격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리드리히 3세의 신앙  열망과 루터  칼빈의 종교 

개  성격을 함께 품고 있으면서 신앙  지도자나 평신도 모두에게 합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주도홍, 2013: 208). 권호덕은 “Ursinus는 마치 여러 방향의 종교개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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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학사상을 용 로에 녹여 만든 종합체와 같았다.  그의 동료인 Olevianus는 칼

빈의 제자 다. 이런 에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루터와 멜란히톤 그리

고 칼빈의 향을 볼 수 있는 것이다(권호덕, 2007: 183).”고 언 한다. 그래서인지 네

빈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이 삶과 한 계로, 소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고 역설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요리문답은 사사로운 작품이지만, 이것은 결코 

단순히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개인 인 사색의 산물이 아니었다. 이것을 만들어낸 

우르시 스는 그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보편 이고 범 한 신앙  삶

의 기 이었다(원 연 역, 2006: 26).”고 밝히고 있다. 

(3) 구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시 를 향해 믿음과 행함의 계가 일 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믿음과 행 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데, 하이델

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게 되는 이유로,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된 인간이 칭의를 통한 

구원으로 로를 얻고 그것에 한 감사를 표 하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한다(이

경직, 2013: 53). 우르시 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비참함에 하여(제1부: 3문-11문), 사람의 구원에 하여(제2부: 

12문-85문), 감사(제3부: 86문-128문)가 그것이다(이형기 편역/해설, 2003: 112). 이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경 신구약 체에 걸쳐서 연 성 있는 체계성을 가지고 있

으며 매우 성경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신학  이론에 향을 받았다고 하겠

는데,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필립 멜란히톤(Phillip Melanchthon), 존 칼

빈(John Calvin) 등의 신학이 바로 이 요리문답의 신앙  근거이며, 이 요리문답은 인

간의 죄에 한 비참함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주는 복음이 가장 먼  나오고 칭의와 감

사가 그 뒤에 기록되어 있다(주도홍, 2013: 199). 

2.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

(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의 개념적 정의

선행에 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답은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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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문: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 “오직 참된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으며(롬 14:23),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삼상 15:22; 엡 

2:10) 하나님께 을 돌려드리고자 하는(고  10:31) 일들이며, 우리의 견해나 인간의 규정

에 따른 일들이 아닙니다(신 12:32; 겔 20:18,19; 사 29:13; 마 15:9). (황재범 편역, 2013: 69)

우르시 스는 91문답을 해설하면서 선행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해지는 것

이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한 하나님의 을 하여 행해지는 것이다(원

연 역, 2006: 756).”라고 언 하고 있다. 우르시 스는 선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

하게 되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원 연 역, 2006: 756)고 강조하면서, 그 행

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어야 하고, 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하심에 따른 참

된 믿음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을 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원

연 역, 2006: 756-758).

이상의 설명에서 보면, 선행은 결코 ‘나’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요, 

칭의와 믿음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한 감사의 표 이요, 한 이것은 믿음과 감사가 

있도록 한 성령의 역할이 제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선행에는 믿음, 감사, 성령이 언제나 동반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인리히 헤페

(Heinrich Heppe)는 우르시 스가 말한 선행이 일어나는 원인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1) 필수 으로 칭의를 수반하는 생, (2) 구속에 한 감사, (3) 하나님의 

, (4) 우리 신앙과 선택의 확증, 그리고 (5)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유익을 

얻도록 하기 해 나타내는 선한 모범(이정석 역, 2011: 822)”이 그것이다. 

(2) 선행의 목적

헤페는 선행의 목 을 하나님의 을 해, 받은 은혜에 한 감사를 표 하기 

해, 그리고 생에 도달하기 해서(이정석 역, 2011: 821-822)라고 한다. 여기서 우르

시 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해설에서 직  언 한 선행의 이유를 86문답을 통

해서 찾아보기로 한다:

제86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의하여 비참한 상태로

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왜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답: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를 가로 치루시고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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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시므로, 우리는 삶 체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의 축복에 하여 감사하게 되고(롬 6:13; 12:1f; 벧  2:5, 9, 10; 고  6:20)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게 되기(마 5:16; 벧  2:12)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의 신앙의 열매들을 보고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에 하여 확신을 하게 되고(벧  1:6, 

7; 마 7:17; 갈 5:6, 22f.) 한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

하게 될 것(벧  3:1f; 롬 14:19)이기 때문입니다(황재범 편역, 2013: 67).

이상에서 본 로, 우르시 스는 선행의 이유와 선행의 내용을 86문과 91문의 해설

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행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생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2. 우리가 구속의 은덕에 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함을 표 할 수 있기 함이다.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을 받으시

게 하기 함이다. 4. 그것들이 믿음의 열매들이기 때문이다. 5.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

하기 함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선행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하나님과 우

리 자신과 이웃을 하여’이다. 1. 하나님과 계된 선행의 목 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 하

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2. 우리 자신을 해 선을 행하

는 목 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선택과 구원

에 해 확신하고, 선행을 통하여 믿음이 발휘, 양육, 강건, 증가하기 하여, 우리의 소명과 삶

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하여, 이 세상의 형벌을 피하기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세속 이고 

인 상 을 받기 하여 이다. 3. 이웃을 해 선을 행하는 목 은 이웃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

기 하여, 그리스도의 의에 장애와 거침돌이 되지 않기 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

리스도께로 인도하기 하여 이다(원 연 역, 2006: 739-769).

이러한 선행이 가능하려면 그 제가 있는데, 즉, 오직 생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을 한 회심과 믿음이 선행되어야 함이 그것이다(원 연 역, 

2006: 760-762). 베른하르트 로제(Bernhard Lohse)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성도들

은 자신의 죄에 한 오를 벗기 해 하나님께 회개함을 시작으로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진리를 구 하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Lohse ed., 1988: 287을 주도홍, 

2013: 200에서 재인용).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은 단순히 특정한 문답 속(86문, 91문)에 

갇  있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걷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

다. 이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성령에 힘입어 믿음 가운데서 생한 우



38  신앙과 학문. 22(3).

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선행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실 해야 하는 가에 한 과

제와 면하고 있다.

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감사와 선행

우르시 스는 선행을 감사와 련하여 언 하 는데, 즉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

땅히 드려야 할 감사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한 우리의 감사를 표 한 것이요, 우리

의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행 이다(원 연 역, 2006: 766). 이 말은 감사는 하나님에 

한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  그에 한 선행을 구체 이고도 직 으로 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감사는 성령과도 연결되는데, 그것은 선행이 성령이 

제된 것이므로 감사 한 그러하다고 하겠다(이상은, 2013: 287). 이경직은 선행이 

감사로 나타날 때 우리는 구원에 한 보다 큰 확신을 얻으며 그것이 로가 된다고 

하면서 사랑을 언 하는데(이경직, 2013: 67), “사랑은 하나님이 먼  시작하시는 것이

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한 결과 나오는 반응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한 감사의 표 이다.(원 연 역, 2006: 80을 이경직, 2013: 

67에서 재인용)” 이 게 우르시 스는 감사의 필요성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 

우리 자신이 로를 얻는 것, 하나님께 배드리는 것, 그리고 모든 선행은 하나님에 

한 감사의 표 이어서 우리에게 공로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참 그리스

도인이 가져야 할 감사의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원 연 역, 2006: 737).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즉 구원하신 하나님

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믿음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우리의 간 한 심  상

태요, 그래야만 그러한 우리의 심  상태를 행동으로 표 하는 선행이 나타난다고 정

리할 수 있겠다. 이상은에 의하면, 선행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는데(이

상은, 2013: 287), 여기서 그는 기도와 윤리의 요성이 있음을 미카엘 바인트커

(Michael Beintker)의 인용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간은 선한 사역에로의 능력을 향한 해방으로 개되며, 하나님의 계명의 지평 안에서 

기쁨을 가진 삶을 향해 나타난다(86-113문). 이것은 한 감사의 삶에서 이어지는 “기도”의 의

미와 다르지 않다.(116-129문) 기도는 가장 “숭고한 부분”(vornehmste Stueck)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감사의 가장 요한 형태”(116문)로 나타난다. (...) 우리는 선한 행 를 할 수 있는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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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이성이 그 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다(86문). (이상은, 

2013: 288-289)

에 열거된 로, 바인트커는 기도를 감사의 구체 인 열매인 선행의 아주 요한 

부분으로 지 하면서, 그러기에 우리의 윤리는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심을 보존

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윤리  계를 유지하면

서 감사를 고양시키는 우리의 선행은 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다.

그런데 우르시 스는 감사에는 진실과 정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기도는 진실

에, 선행은 정의에 속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참 열매인 선행이 이루어지

기까지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회심의 요함을  한 번 지 하면서 그것이 

제되지 않은 과정들, 특히 행 는 선행이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에 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강조한다(원 연 역, 2006: 737-738). 그러니까 회심, 믿음, 

감사, 기도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안에서 선행의 본질을 일으키고 유지 시키는 데에 

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겠다.

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믿음과 선행

(1)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선행

앞에서도 언 된 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선행은 제91문에 있지만 이것은 86

문에서부터 이어져있으며 제3부의 끝인 128문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

은 우르시 스가 선행을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요 하나님께 한 순종으로, “선행이 믿

음의 증거이고 결과이며 믿음과 불가분리의 계에 있음을 인정한다. 한 하이델베르

크 요리문답은 선행이 회심과 무 하지 않으며 회심을 가능  하는 믿음과 한 

계에 있음(이경직, 2013: 54)”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선행과 련하여, 믿음의 정의와 

내용을 보다 구체 으로 보기 해 우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21, 22 문답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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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문: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 믿음은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 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 모두가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바의 하나의 확실한 앎입니다(약 1:18). 다른 한편으로 참 믿음은 

성령께서(고후 4:13; 엡 2:8, 9; 마 16:17; 빌 1:19)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서 실행하는 것(롬 

1:16; 10:17)인 바의 진심어린 신뢰(롬 4:16-21; 5:1)입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

니라, 내게도 죄의 용서와 원한 의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없이 주어지되(히 

117-10; 롬 1:16), 순수한 은혜에 의해, 즉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

다(엡 2:7-9; 롬 3:27f; 갈 2:16).

제22문: 그 다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모든 것인데(요 20:31; 마 28:20), 이것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의 보편 이며, 의심할 바 없는 사도신경입니다. 

(황재범 편역, 2013: 37-38)

이상의 요리문답의 내용을 우르시 스의 해설을 통해 살펴보면, 그는 믿음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한다(원 연 역, 2006: 203). 그 에서 네 번째인 ‘의롭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선행과 련하여 가장 요하다 할 것인데,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원 연 역, 2006: 209). 이경직은 우르시 스의 말을 빌려 네 종류

의 믿음  앞 의 세 종류는 성령의 일반  역사를 통해 생기며, 네 번째 믿음은 성령

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만 생긴다고 하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우리 인간이 거

듭나게 될 때 두 돌  모두가 인간 마음속에서 회복된다고 할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

난 사람만이 특별 계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이경직, 2013: 61).”고 언 한다. 그래

서 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이 참된 믿음의 본질  면을 언 한다고 하면

서, 참된 믿음은 인식과 그 믿음의 필수 조건인 확신이라는 이 두 가지에 의해 가능하

다고 한다(이경직, 2013: 57).

이 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에는 일종의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우르시 스는 언

한다. 즉, 그것은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롭다 칭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리는 것, 회심과 생과 온 한 순종이 생기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생기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수용하는 것 등이다(원 연 

역, 2006: 210) 

여기서 볼 때,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의 역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을 뚫고 나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행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 하는 선행이다. 이경직은 우르시 스가 주장하는 이 에서 칼빈의 입장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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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고 하면서,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이해라는 지  요소도 지니지만(Calvin, 

Institutes, III. ii. 2.) 감정  요소와 의지  요소도 지녀야 한다. 칼빈에 따르면 구원

을 가져오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한 순종을 동반한다

(Calvin, Institutes, III. xi. 20)(이경직, 2013: 64).”라고 언 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에서도 선행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를 가로 

치루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는 믿음과 ‘우리를 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 것이다. 우르시 스 역시 그의 해

설에서 선행의 이유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요구하시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

기 함(원 연 역, 2006: 765)”이라고 언 하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희를 사랑한 

것 같이 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12),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희의 거룩함이라”(살  4:3), “ 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13) 등

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원 연 역, 2006: 765). 

(2) 믿음과 우리 자신에 대한 선행

이상의 내용들은 믿음에 의한 하나님에 한 선행의 부분이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자신이 나를 해서도 선행하도록 한다. 역으로 말하면,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거 되고 우리의 ‘믿음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60배 100배 자라게 

된다. 우르시 스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선행과 새로운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외식자들이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악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열매 맺는 좋은 나

무처럼 선행과 순종과 회개를 생산하기 때문이다(원 연 역, 2006: 766).”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선행을 하게하며, 선행이 믿음을 더욱 양성시킨다(원 연 역, 2006: 766).”고 

역설한다. 

(3) 믿음과 이웃에 대한 선행

믿음은 한 이웃에 해서도 선행을 하게 한다. 우르시 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

 이웃에게 선행을 하게 하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부분, 그리스도의 의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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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부분이다(원 연 역, 2006: 768). 여기서 선행과 구원의 

계에 한 문제가 제기된다. 선행은 구원에 필수 이지만, 선행 자체가 구원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볼 때(이경직, 2013: 64 참조), 이웃에 한 선행의 

본질은 철 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웃을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겠다. 다시 한 번 21

문에 나타난 믿음을 보면,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

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둘째,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서 실행하는 

것인 바의 신뢰(황재범 편역, 2013: 37 참조.)로 요약된다고 하겠다. 

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령과 선행

이 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는 선행이 성령과 어떤 계 속에 있으

며 성령이 선행을 해 어느 정도 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령에 한 구체 인 내용이 53문답에 나타나 있다: 

제53문: 당신은 ‘성령’에 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원한 하나님이시며(창 1:2; 사 48:16; 고  3:16; 행5:3f.), 

둘째 그는 내게도 계셔서(마 28:19; 고후 1:21f.) 참된 믿음을 통하여 나로 하여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모든 혜택에 참여하게 해주시며(갈 3:14; 벧  1:2; 고  6:17), 나를 로해주시

고(행 9:31) 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입니다(요 14:16; 벧  4:14). (황재범 편역, 

2013: 50)

이 문답에서 우르시 스는 성령에 해 격, 직분, 역할 혹은 활동의 세 가지 역

을 으로 보고 있는데(원 연 역, 2006: 448), 이러한 성령은 자신의 직분에 따른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시나, 특히 경건한 자들에게 성화, 믿음, 생, 기도, 하나님과 이

웃을 향한 사랑, 소망, 인내 등을 은사로 주신다(원 연 역, 2006: 62). 이상은에 의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령론은 그리스도론과 연 되어 있다고 하면서(이상은, 

2013: 299), “이러한 그리스도 심 인 성령의 특성은 에 와서 바르트를 통해서 

주목되었다. 그는 우선 요리문답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심성의 신학이 우리로 하

여  하나님을 감춰진 하나님 혹은  하나님(Deus absconditus, Deus absol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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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 다고 설명한다.(이상은, 2013: 299)”는 바르트의 의견을 

인용하여 부연 설명하고 있다. 한, 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연결되어 있음을 지 하면서(31문, 32문)(황재범 편역, 2013: 42-43) 성도

가 기름부음 받는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신다고 하며, 성도의 윤리  사명은 이

러한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이상은, 2013: 304).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그러면 우르시 스가 언 한 성령이 선행에 어떠한 

향을 행사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우르시 스는 

선행을 성령의 제 속에서 언 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선행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선

포를 통하여 마음이 진정 생한 생자에게만 가능하며, 그것도 최 의 회심과 생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동일한 성령의 항구 이고도 끊임없는 향력과 지도하심을 통하여 이

루어진다. 한 날마다 그 동일한 선물들을 그들 속에서 더욱 증가시키고 확증시키는 것이다(원

연 역, 2006: 760).

여기서는 우리가 하는 선행이 성령의 직 인 역사, 즉 그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

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첫 회심에서 비롯된 생 뿐 아니라 성화 

과정 까지도 여하신다(이경직, 2013: 62). 그러니까 선행은 성령께서 우리를 생시

켜야 할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은 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도록 하는 성

령에 의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 가능한 일이어서, 단 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생시킨 결과가 선행이다(이경직, 2013: 66).”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 그리

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동안 선

행을 하여 성화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고 하겠다(주도홍, 2013: 205). 우르시 스는 91

문답을 해설하면서, “우리에게 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에 완 히 부정하며 가증스럽고, 우리의 모든 행 는 더러운 배설물일 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회심 이 에는 우리에게 가되지 않는다. 믿음이 선행의 원인이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원 연 역, 2006: 761).”라고 강조하여,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그 어떤 행 도 선행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이상은은 성령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삼 일

체 하나님의 행 의 주체이신 성령’이고 다른 하나는 ‘성화의 주체’로서의 성령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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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이상은, 2013: 284-287). 여기서 우르시 스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선

행은 믿음과 회심이 있기 에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이라는 것이다(원 연 역, 2006: 

761). 그래서 우르시 스의 주장에서 선행은 철 하게 회개를 통한 회심과 믿음 가운

데 있어야 하고, 선행은 바로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단언이 확실한 성경

인 논리를 가진다고 하겠다(원 연 역, 2006: 763).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7

문과 8문과도 연결된다고 하겠는데, 우르시 스는 그것을 생한 자와 생하지 않은 

자의 선행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과 그 차이에 한 이유를 들어 밝히

고 있다(원 연 역, 2006: 110). 우르시 스가 밝히는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선행은 생한 자들의 믿음 가운데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고 할 경우, 생

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은 생자들의 선행이 성화된 삶으로 엮어내도록 하는 요한 

동력이자 핵심이 된다고 할 것이다. 즉,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 가 선행이 되도록 여하신다는 의미이다.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은 인간이 성화하게 하는 주체가 된다(이상은, 

2013: 304). 성화는 애 에 구원이 없이는 그 언 이 불가능한데, 믿음으로 시작된 구

원은 선행을 통하여 완성된다(이경직, 2013: 78).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선행은 자의

인 것이라 할 수 없고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에 해 우르시 스는 ‘우

리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로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에 한 답변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우리의 행 는 불완 하여 많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2. (그 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도덕 인 고상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우리

가 하는 모든 행 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4. (왜냐하면) 가령 우리가 선한 행 를 한다 해도 

그것은 성령으로 인한 행  이므로 하나님의 것이다. 5. 우리의 행 는 하나님이 수 그리스도

를 통해 우리에게 선사 하시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 6. 우리가 선행을 통하

여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 7. 그래서 우리는 선행 이 에 먼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 8. 이

것은 우리 자신이 선한 행 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받는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 9. 우

리 자신의 행 로 의를 얻는다면, 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다. 10. 선행은 구원의 방법이 아

니다. 11.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 한 구원자이시다(원 연 역, 2006: 769-772).

 

이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안에서 필

히 선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두고 이경직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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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르시 스의 선행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일로 

규정하면서 율법은 선행의 규범  측면에서, 은 상황  측면에서, 그리고 선행을 

참된 믿음에 두는 것은 실존  측면에서 규정하는 것이라고 언 한다(이경직, 2013: 

72). 그러기에 생함을 입은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하지 선행을 닮은 행 를 하면 안 

될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의 ‘행  

자체’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그 뿌리를, 선행의 본질 인 터를, 선행의 주체를 망각해서

는 안 될 것이다.

Ⅲ.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

앞에서 충분히 언 되었듯이,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86문)를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

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해 삶 체로 감사함을 표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 하겠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에 한 요구에 

응하는 측면과 우리가 하나님에 한 자발 인 감사의 표 의 측면이다. 그래서 선행

을 하는 이유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 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이 하나님께 을 돌리도록 하는 것인데, 즉 그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함

이요,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삶이다(원 연 역, 2006: 

765; 최태 , 2012: 14). 이런 이유에서 선행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한다면 하나

님, 그리스도인 자신, 이웃으로 들 수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과 구원 얻을 자들에게 필수 으로 의무 인 것이다. 즉, 선행을 해야 의롭다 함

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그러

므로 86항은 선행의 요성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것이 삶 속에서 실천되

어야 하는 매우 요한 부분이다(최태 , 2012: 14).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그 게 해야 마땅한’ 것을 행하는 이유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

가 없을 것이다. 즉, 선행의 표면상 드러나는 행 의 상  내용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왜 그러한 행 를 해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한 부분이 

선행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존 웨슬리(John Wesley)가 주장하는 존재와 행 , 

성과 윤리를 분리할 수 없는 것(홍순원, 2013: 568)과도 맥을 같이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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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은 매우 범 한 주제에 걸

쳐 언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은 단순히 행  차원의 강조도 아니고 믿음과 행

 에서 더 요한 부분의 시비를 가리는 차원에 있지도 않다. 즉, 선행은 믿음의 

구체 인 고백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한 감사의 모습이

다. 그 기 때문에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선행은 도무지 가능하지 않다. 결국, 하

나님 안에 있는 생한 자의 모든 행 는 선행이 목 이어야 하고 삶이어야 하는 바

로 그 치에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

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 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동

시에 실 인 삶의 이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윤리  선행을 말하려면 하

나님에 한 인 믿음, 감사, 그리고 소통함이 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르시

스는 선행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행할 방법도 아울러 언 한

다. 여기서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고 하여 그 행 가 완 히 선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듭난 기

독교인에게 선행이란 하나님에 한 믿음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인

간은 그러한 행 를 온 히 하기에는 불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맺는 열매이다. 보다 구체 으로 말하면, 거듭난 인간의 행 들은 그 자체가 불완

하기도 하고 불경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완 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의 행 의 모든 결 과 불완 한 것들이 

완 하게 복구되는 것이다(원 연 역, 2006: 756-757).

이상에서의 선행에 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회  약자 심의 선행을 논하고자 한

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사회  약자를 보살피는 차원에서 본 선행의 정의, 믿음의 

요성, 성령의 역할, 감사의 의미가 앞 서 기술된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자의 입장이 

논의된다.

1. 사회적 약자 중심 선행의 정의

사회  약자 심의 선행 역시 선행의 본질 인 내용과 다르지 않다. 즉, 선행이 단

지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돌아보고 함께하고 돌보는 것 자체만으로는 선행이 될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사회  약자에 한 선행에 해 논하기 에, 연구자가 정의한 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 이해  47

행을 앞 서 언 된 선행의 내용에 근거하여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은 하나님, 우리 자신, 그리고 이웃에 한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 감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우리 자신의 차원에서는 하

나님과의 계성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에 을 둔다. 그리고 이웃에 

한 부분은 특히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부분에 을 둔다. 이러한 세 차원은 그 각각

의 독립 인 차원을 다루기보다는 하나님, 나, 이웃을 유기 인 계로 엮어서 행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하나님-나, 하나님-이웃, 이웃-나에 한 부분이 ‘하나님-나-이웃

-하나님’이라는 유기  계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선행을 함에 있어서 제가 되는 

믿음, 성령, 감사 등을 선행과 엮어서 그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사회  약자 심의 선행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생한 인간에

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 즉 사회  약자를 섬기라는 것에 순종하는 부분이다. 를 들

어,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라는 성경 말 ,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수의 말 ,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 ,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모

든 것을 팔아 나 어 주는 것 등이다.

2.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을 위한 믿음의 중요성

앞 서 언 된 것처럼, 우르시 스가 믿음의 네 가지 종류 에서 의롭다 하심을 믿

는 믿음, 이것은 우리로 하여  회개로 이끌고 생하게 하는 본질이라고 하겠다. 믿

음이 선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네 번째 믿음이 확신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낳게 된다. 사회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로 하여  하나님을 의롭다고 믿고 확신하는 

믿음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믿음에 기인한 ‘따름’은 바로 선행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서 나오는 사회  약자를 돌 은 단순히 그 사람을 한 행 가 아

니라 하나님을 의롭다고 믿는 믿음이 제가 되어야 하며, 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

는 의지가 제가 되어야 하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한 사랑이 구체 으로 작용

하는 것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그 안에서의 행 는 선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  약자를 돌보는 일이 선행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본질 인 잣 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을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이 있는 가’, ‘나에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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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지가 있는 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가’ 하는 것이라고 해도 될 것이

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  약자를 돌보는 일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선행을 하고 있다

는 ‘착각’에 매몰될 험성에 빠지지 않을 거울이 된다.

3.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을 위한 성령의 역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담고 있는 성령론은 우리의 하나님에 한 확실한 믿음 

뿐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이웃을 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이상은, 2013: 

289.).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문답에서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조 도 없음을 

기록하고 있고(황재범 편역, 2013: 32 참조.), 우르시 스는 그것에 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성령의 생  하심과 그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 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행

를 행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값없는 은혜로 사람들 속에 있게 하시기로 정하시는 것 

이외에는 그 어느 구에서도 선한 생각들과 행 들이 나올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원하고도 

은혜로운 작정에 선하게 여겨지는 쪽 이외에는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 뜻을 다른 쪽으로 

지향할 수가 없다(원 연 역, 2006: 123).

이 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을 텐데, 그 에서도 사회  

약자 심의 선행은 그 실천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큰 도 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언

되었듯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로

하신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이기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섬기

시는 삶을 사신 수의 생활을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 이고 어려운 일일 지라

도 우리의 삶에서도 실 할 수 있게 만든다. 성령의 강력한 개입은 우리의 삶과 생활 

체에 하나님의 명령, 약자를 돌보러 이 땅에 오신 수님의 요청을 순종으로 채울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  사회  약자 심의 선행을 우리의 삶

의 심에서  생애동안 이룰 수 있도록, 즉 우리의 삶에 성화의 과정으로 자리하게 

하고 성화를 이룰 우리 인생의 목 으로 존재하도록 한다. 생한 사람에게 성령의 함

께하심이 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 이해  49

4.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에 대한 감사의 의미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다. 그의 사

랑이 우리로 하여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그의 자녀 

됨을 알게 하 으니, 감사가 그에 따라서 나온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

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말 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문답(황재범 편역, 2013: 31 참조.)에 나오는 것으로, 그 하나는, 주 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는 첫 번

째 계명에 근거하여 감사가 사회  약자 심의 선행에 주는 의미를 논의하도록 한다. 

우르시 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 한다: 

그를 우리의 최고선으로 여기고 높이 우러르며, 최고로 그를 사랑하며, 오직 그의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그에게만 신뢰를 두며, 다른 모든 것보다 그의 을 사모하여, 그를 불쾌하시게 하

는 생각이나 성향이나 욕망이 우리에게 조 도 없도록 하는 것이요, 아니, 우리가 극진히 아끼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거나 극심한 재난을 당할지언정 그분과의 교제로부터 분리되거나 아무

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를 거스르는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 것이요, 한 마지막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만이 을 받으시도록 모든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원 연 역, 2006: 72).

우리의 감사함은 에서 언 된 바 로,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선으로 여기므로 그가 

우리를 향한 정의 실천의 당부에 우리는 사회  약자를 향한 선행으로 그의 선이 최고

가 됨을 우리의 행 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  약

자와 나 며 그들을 보살피고 함께 하는 선행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 가 되어, 

우리의 하나님에 한 감사함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 와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 한, 감사가 진실과 정의로 이루어져 있다(원 연 역, 2006: 737-738)는 우르시

스의 말을 되새겨 보면, 분명히 가난한 사람과 사회 으로 약한 지 를 가진 사람이 

소외되고 버려져야 함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약자를 심한 선행은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정녕 하나님에 한 감사함, 생함을 입은 데서 오는 감사함

의 표 이고, 동시에 그들의 존을 존 하는, 그래서 그들이 삶의 풍요 가운데 청되

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정의  행 가 된다. 그러므로 사회  약자 심의 선행은 정의

를 실 하는 길이요 하나님에 한 우리의 진실한 감사의 표 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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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이 한국 기독교의 역할에 주는 시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 비참함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되, 그 길은 인간에게 주어진 온 한 칭의 임을 확인

하게 한다. 선행의 동기는 바로 이 시 에서 시작되는데, 그 동기는 생함을 입은 인

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죄 벗어짐에 한 감사함에서, 그리고 생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성화의 길에서 주어진다 하겠다. 이 게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에 한 인

간의 보답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일하심과 뜻하심과 사랑하심에 한 인간의 확신

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에서 실 되는 열매이다. 하이

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근거하여 볼 때, 교회는 “삼 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꽃을 피우

는” 곳이며, 하나님에 한 믿음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한유진, 2013: 

64). 그 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는 바로 사회  약자 심의 선행을 실천하는 핵심

인 본거지로 역할해야 한다.

디아코니아는 좁은 의미에서는 주로 물질과 경제  측면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자비와 사랑

으로 이해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모든 섬김의 사역을 포 하는 것으로 통

으로 이해된다.(....) 개 교회 통에서 디아코니아는 소극 인 측면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이나 

복음 의 수단정도이지만, 극 인 측면에서는 본질 으로 구원과 해방과 화해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 과 직결되어 있다(최윤배, 2012: 923).

의 인용에서 본 바 로, 사회  약자에 한 돌 (디아코니아)이 개 교회의 통이

고 큰 비 으로 자리해 오고 있다는 것은 지 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에 한 사랑과 감

사를 사회  약자에 한 선행을 ‘하나님 나라의 실 ’이라는 당연한 교회  소명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  약자 심의 선행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한 생함을 입은 우리의 직 인 섬김이요, 명령에 한 순종이요, 감사의 표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행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 하는 것이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사회  약자 심

의 선행을 실 할 본질 인 터요, 계획이요, 에 지의 집합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맨 앞에서도 언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상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 속에 들어 있는 교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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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지극히 개인 이고 가족 인 달을 추구하는 믿음을 양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게 ‘나- 심’의 사고가 교회 안에 살아 있는 한, 한국 교회는 하이델베르

크 요리문답에서 요하게 다루는 ‘믿음의 행함’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교회

가 아무리 그것에 한 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말이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 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념 자체 만으로서는 결코 실 되지 않는다. 그 본질은 행 , 

그것도 사회  약자를 한 선행으로 나타날 때에만 존재 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그 

선행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속에서 말하는 선행에 한 매우 요

한 내용을 담아야 함의 당 성을 가지게 하는데, 그 요한 내용을 언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약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한 순종 차원이어야 한다. 

즉, 하나님과의 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 이 무엇인지 되새기고 순

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빠진 행 는 그  인간 인 행 에 불과하여 생한 자

의 특권인 생의 열매를 가지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그 기 때문에 교회는 사

회  약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10 에는 “삼가 

이 작은 자 의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

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 18:10)”라는 말 이 있다. 

그리고 같은 책 25장 40 에는 “임 이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희에게 이

르노니 희가 여기 내 형제 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니라 하시고(마 25:40)”라는 말 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말  속에서 교회는 사회  

약자의 몸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

의 일상  행 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그 일상  행 는 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 인 ‘섬김’을 깊이 묵상하고 그의 뒤를 따른다는 각오이므로, 그 명령에 한 

순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넷째, 그러므로 사회  약자에 한 보살핌과 윤리  행

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는 선행의 핵심임을 명심해하 한다. 즉,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평화와 안녕으로 회복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

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주의 시  속에 있는 지 의 사회는 차 소외되는 사회  약자를 만들어 가

고 있고, 그 안에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 인 사명보다는 구성원 개개인의 이기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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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계약 계의 형성을 묵과하고 있다. 이 게 차 경제  자본주의 논리 속에 매몰

되어 공동체 의식과 이웃이 상실된 우리의 사회와 교회에서 “ ”와 “우리”의 요성을 

회복하기 한 기독교의 역할은 실하고도 시 하다. 우리 사회 내에서 고통과 헐벗

음은 공동체 속에 있는 어느 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

로 돌보고 살피는 공동체  성격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  약자에 한 윤리  

행 가 이 시 의 한국 기독교의 행동 강령으로 자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수의 새 계명이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 연구자가 한국 교회의 사회  약자를 한 선행에 매우 큰 의미

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선행의 의미 속에는 공동체 의식을 회

복시키도록 하는 면과 인간 계에 필요한 윤리  태도의 내용  면이 필수 으로 포

함되어야 한다. 

요한일서 3장 17 에 보면 “ 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  그 속에 거하겠느냐(요일 3:17)”라는 말

 속에서 사회  약자에 한 선행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장 

18 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라는 말  속에서 그 사랑을 진실로 실천하기를 강조한다. 이제는 교회가 경제논

리와 이기심과 어울려 지내던 장면들에서 돌아서서 공동체 신앙의 본질 인 목 인 사

랑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 사랑이 곧 선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표일 것이다.

이에, 한국 교회는 믿음이 구원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구체 인 행 인 선행이 일상 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

하도록 하려면 한국 교회는 지 까지의 기독교  신앙고백을 보다 확고한 교리  이

해 속에서 재인식해야 하고, 믿음이 이념  차원을 넘어선 사회  약자를 한 선행으

로 이어질 행동강령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 배와 설교는 개인 심이 아닌 

공동체의 확인과 구성원간의 계성과 소통이 살아나도록 하는 개념으로 재해석되어

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교회는 배 안에서 성례의 본래  의미가 회복되도록 장려하고 

그 속에서 신앙 공동체의 본질  의미를 회복할 방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 으

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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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 이해

-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

김성애 ( 구 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이 연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진 선행의 의미를 논의하고, 그것이 한국 기

독교의 선행에 주는 과제를 시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보다 구체 인 연구의 목

과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의 의미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  배경, 성격  구조가 다루어진

다. 한, 선행의 개념과 감사, 믿음, 성령에서의 선행 의미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사회

 약자를 심으로 한 선행을 논한다. 우르시 스는 선행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고 하

나님의 율법을 따르되, 하나님의 을 하는 것이라고 언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

회  약자 심의 선행은 생한 인간이 사회  약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

종하는 것이다. 한, 이 연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이 한국 기독교에 

시사해 주는 과제를 논한다. 개인주의 시  속에 있는 지 의 사회는 차 소외되는 

사회  약자를 방치하고 있고, 그 안에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 인 사명보다는 구성원 

개개인의 이기심에 따른 계약 계의 형성을 묵과하고 있다. 이 게 차 경제  자본

주의 논리 속에 매몰되어 공동체 의식과 이웃이 상실된 우리의 사회와 교회에서, 공동

체와 이웃의 회복을 한 기독교의 역할은 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  약자에 

한 윤리  행 가 이 시 의 한국 기독교의 행동 강령으로 자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수의 새 계명이 가지

는 의미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

주제어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선행,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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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의 삶과 가족생활에서 종교는 더 이상 요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

만 사회조사 결과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국의 19세 이상 남녀 1500명 이상을 

상으로 한 갤럽조사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에 각각 44%, 49%, 47%, 54%, 50%로,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4%포인트 감소

하 지만 1984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6%포인트 증가하 다(한국갤럽 2015: 17). 그리고 

2014년에 종교를 믿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다고 한 응답자들은 체의 

59%를 차지하 고, 불교인의 67%, 개신교인의 84%, 천주교인의 73%가 그 다고 하여 

종교는 개인의 삶에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한국갤럽, 2015: 39). 

한 응답자와 모친의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은 1984년과 2014년에 불교인들에게 82%와 

82%, 개신교들에게 43%와 56%, 천주교인에게 40%와 46%로 나타나 가족 내에서 세

 간 종교의 승이 높았다(한국갤럽, 2015). 이러한 결과들은 종교는 한국인의 삶과 

가족생활을 탐색하는데 간과될 수 없는 요소이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과 요성을 심도 깊게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다.

실제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종교  신념, 종교 활동에의 참여, 종교 ㆍ  자원 

등은 가족생활의  역에 향을 미친다(Mahoney, 2010). 첫째, 종교  신념이나 가

르침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개인, 가족, 사회   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을 제공하고 이는 가족기능이나 가족 계의 역동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한

다(Mahoney, 2005; Mahoney et al., 2003; Silberman, 2005). 기독교에서는 부모역할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거나 자녀양육을 인간에 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경험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과정으로 바라보는데(Bartkowski & Elison, 1995), 유아기 자녀 부

모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가 양육을 성스럽게 바라볼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언

어 으로 덜 공격 이고 신체  폭력의 사용빈도가 낮았다(Mahoney et al., 2003). 불

교에서는 인간의 치열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경지에의 도달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불교사상에 한 이해도가 높은 유이기 자녀의 어머니들은 반 인 양육능력도 높았

다(김혜순, 2009). 그런데 종교  신념은 가족생활에 부정 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가족 간 종교  신념의 불일치는 가족 갈등을 유발하고 가족 계의 단 이나 소원을 

래하기도 한다(송 동, 2008; 이정덕ㆍ 미경, 1995). 둘째, 배나 교리 탐구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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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주도하는 사활동에의 참여, 명상, 수행  기도 등의 종교활동 참여는 가

족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친다(한내창, 2001). 기독교를 믿는 부부나 연인이 배우자

를 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친 감과 계 헌신도가 높았고(Fincham & Beach, 

2014), 불교를 믿는 어머니의 신행생활 수 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다(김

혜순, 2007). 셋째, 종교  자원은 가족이 기에 처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의 응을 

진하는 요한 요소로 나타났다(변경애ㆍ김순옥, 1999; Pargament et al., 2005). 기

독교 신앙이 있는 재혼한 부모와 자녀들은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인 자원을 

활용하여 심리  응을 도모하 고(김형민ㆍ이은경, 2016), 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은 종교성이 높을수록 자녀학 와 자녀에 한 신체  공격의 험이 낮았다

(Wiley, Warren, & Montanelli, 2002).

이러한 경험  연구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개인, 부부, 부모 혹은 자녀 등의 표본

을 사용하여 종교 변인과 가족 변인 간의 계 는 종교가 가족경험을 형성하는 과

정을 탐색함으로서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기여하 다. 하지만 향후 

다양한 가족생활 역들에서 종교의 역할을 심층 으로 악하는 연구를 진하기 

해서는 출 된 연구들의 주제, 표본과 연구 상, 종교의 개념, 종교성의 측정, 연구결

과들을 종합 으로 검토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표본과 표본추출방법, 종교성의 

측정과 같은 방법론은 연구결과와 해석에 지 한 향을 미친다는 에서 이 부분에 

한 분석  고찰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까지 가정학분야에서 출 된 

가족 연구들에서 사용된 종교변인을 검토한 변경애와 김순옥(1999)의 연구를 제외하고 

출 된 경험  연구들을 통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고

찰한 논문은 부재하다. 

서구에서는 종교와 가족에 한 경험  연구들을 종합 으로 살핀 연구들(Mahoney, 

2005, 2010; Mahoney et al., 2001; Thomas & Cornwall, 1990)을 지속 으로 출 해왔

는데, 이는 종교와 가족연구의 이론 ㆍ방법론  진보를 이 왔다. 미국 가족학 분야

의 표 학술지인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는 각각 1990년과 2010년에 1980년

와 2000년 에 동료심사 학술지에 개제된 가족과 종교에 한 연구 논문들의 출

경향, 주제, 방법론  쟁 , 연구결과들을 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논의한 논문들

(Mahoney, 2010; Thomas & Cornwall, 1990)을 출 하 다. 한 가족심리학의 표 

학술지인 Journal of Family Psychology는 2001년에 1980년 와 1990년 에 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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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가족에 한 양 연구들의 메타분석 연구(Mahoney et al., 2001)를 출 하 는

데, 이 논문은 종교성이 이혼, 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가정폭력, 가족기능, 양육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제시하고 종교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복합 인 역할

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미국 사회학의 주요 학술지인 Journal of Social Issues도 2005

년에 종교와 부부  부모자녀 갈등에 한 이론  논의와 경험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고 임상  용과 연구 과제에 해 논의한 논문(Mahoney, 2005)을 출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개제

된 종교와 가족에 한 경험  연구들의 개 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서 가족생활의 어떤 역들에

서 종교의 역할이 탐색되었고, 어떤 표본과 어떤 측정도구들이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

고, 주요 연구결과와 한계 을 제시하 다.

Ⅱ. 연구방법 

1. 검토 논문의 선정

검토 논문의 선정을 해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국회도서  등의 목록에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개제된 경험  연구들  종교를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생활을 탐색한 논문들을 검색하 다. 이에는 종교를 가진 개인, 

부부, 부모, 자녀를 상으로 종교 변인과 가족 변인 간의 계를 탐색한 양 연구, 종

교가 가족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색한 질 연구, 종교 변인을 도입하지 않고 종교

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생활의 특성을 탐색한 실태조사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종

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통일교 등과 같이 특정 종교를 믿

는 사람들을 의미하 다. 한 가족생활은 발달  근에 기 해 가족의 상호작용과 

계  가족과정 연구에 을 두는 가족학 분야(한국가족상담연구소, 2010)에서 다

루는 가족생활을 의미하 다. 이에는 가족유형, 가족성립과 응, 가족 계, 가족역할, 

가족권력, 의사소통, 가족생활만족, 가족 기와 해체, 가족정책 등이 포함된다(한국가족

학연구회, 1999). 그리고 발달단계 상으로 결혼 비, 결혼, 유아기자녀 가족, 학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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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족, 청소년기자녀 가족의 가족생활을 탐색한 연구들을 포함하 고 노년기 가족 

연구는 제외하 다. 종교를 가진 노인들에 한 연구들은 노인 개인의 발달, 심리, 신

체   정신  건강, 응, 죽음 등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 포함될 수 있는 가족연

구가 거의 무하 다. 한편 1999년 이 에 출 된 가족학 분야 논문들  종교변인을 

도입한 연구들에 한 문헌고찰연구(변경애ㆍ김순옥, 1999)가 이미 출 되어 본 연구

는 1999년 이후에 출 된 논문들만을 검색 상에 포함하 다.

본 연구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과 환자 가족과 같은 특수한 맥락에 있

는 가족들에 한 연구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1999년 이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개제된 장애인 연구들  종교가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가족생활을 탐색

한 연구는 무하 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가족생활에 한 연

구는 총 2편으로 검색되어 본 연구의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는 공역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족학, 교육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

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상담학, 신학, 심리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종교학, 청소년학 

등의 신학, 인문학  사회과학  역에서 해당 연구논문들을 선정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종교와 성을 구분되지만 연결된 개념으로 근하여 성과 

가족에 한 연구들도 분석 상에 포함하 다. 종교와 성이 련되었다고 보는 견

해는 둘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김동기, 2013). 표 인 

로 종교심리학에서 종교와 성에 한 논의를 이끌어 온 Pargament와 동료들(2013)

의 근이 있는데, 이들은 성을 성스러움의 추구, 종교를 성도모가 주 목 인 종

교  통이나 맥락 내에서 의미추구로 정의하여 종교를 성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았다. 한 이들은 종교생활의 핵심은 성이고 종교기 은 기  구성원들이 성스러

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교  의식  배에의 참석, 종교경 의 탐구, 종교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종교  선의 추구 등을 권장한다는 에서 종교와 성은 분리되어 이

해될 수 없다고 하 다(Mahoney, 2010; Pargament et al., 2013).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과 가족에 한 경험  연구들에서도 성을 기독교, 천주교 등의 특정 종교 맥락

에서 근하고 있어(김덕일ㆍ송원 , 2011; 신승범, 2012) 성이 종교와 연결되어 이

해될 수 있다고 단해 성과 가족에 한 연구도 검색 상에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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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 어휘

연구논문의 검색을 해 검색항목 체, 주제어, 논문명, 자, 록  검색항목 

체에 가족생활을 표 하는 ‘가족’, ‘배우자 선택’, ‘결혼’, ‘부부 계’, ‘부모자녀 계’, ‘부

모역할’, ‘남편’, ‘아내’, ‘아버지’, ‘자녀’, ‘양육’, ‘가족기능’, ‘의사소통’, ‘상호작용’, ‘폭력’, 

‘이혼’, ‘재혼’, ‘한부모’ 등의 검색어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 ‘종교성’, ‘ 성’ 

혹은 ‘신앙’과 각각 조합하여 검색하 다.

3. 분석 준거

국내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종합 으로 검토한 선

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 에 미국의 동료심사 학술지에 개

제된 종교와 가족에 한 184편의 연구들을 검토한 Mahoney(2010)의 ‘Religion in 

families, 1999-2009: relational spiritual framework’와 국내외 종교와 성에 한 44편

의 양  연구들을 고찰한 한내창(2007)의 ‘종교와 성태도ㆍ성행동의 경험  연구들에 

한 국내외 연구 개 ’에서 사용한 분석 거를 참고하 다. Mahoney(2010)는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을 연구 역 별로 분류하고 역에 따라 상세 연구주제를 구분하여 연

구결과와 방법론  한계 들을 논의하 다. 한내창(2007)은 표본과 척도를 심으로 

연구들의 조사방법을 살폈고, 종교성 척도와 성행동ㆍ성태도 간의 계에 한 연구결

과를 요약하 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을 연구 역 별로 분류하고 이

에 따라 상세 연구주제,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주요 연

구결과  한계 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 다.

(1) 연구영역 

연구 역은 Mahoney(2010)의 분류에 기 하여 가족형성 비, 결혼과 부부 계, 부

모자녀 계, 부모역할과 양육, 가족스트 스와 응, 가족 계 반, 가족기능의 7개 

역으로 구분하 다. 가족기능에 한 연구는 Mahoney(2010)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분류목록에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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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연구주제

상세 연구주제의 분류를 해 Mahoney(2010)의 21개 상세 연구주제들을 사용하

고 21개 주제들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 탐색되지 않은 상세 주제들을 제외하 고 

우리나라에서만 연구된 상세주제들( , 양육불안, 부모역할지능, 가족강인성, 종교기반 

로그램 등)은 목록에 추가하 다. 최종 으로 본 연구의 상세 연구주제는 배우자선

택,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 결혼 비 로그램, 결혼만족, 부부평등, 부부 계 반, 

결혼과 부부 응  갈등, 결혼여정, 부모자녀의사소통, 부모자녀만족도, 부모자녀갈등, 

양육태도, 부모역할만족도, 양육스트 스  불안, 부모역할지능, 재혼 응, 가족강인성, 

가족 응, 이혼의도, 결혼만족도, 가족 계만족도, 가족기능의 22개로 분류되었다.

(3)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표본추출방법의 분류를 해 한내창(2007)이 사용한 분류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기 (이은해ㆍ이미리ㆍ박소연, 2006)을 사용하 다. 양 조사연구들은 

학률표집과 비확률표집으로 구분하 고, 비확률표집은 편의표집, 목 표집, 덩이표집

으로 분류하 다. 양 실험연구들은 연구설계에 있어 진실험설계인지 실험설계인지

를 악하 고, 실험설계연구들은 피험자들을 무선할당하지 않는다는 에서 모두 

비무선할당으로 분류하 다. 그리고 질 연구들의 표집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질

연구들에서 빈번히 사용되어온 편의표집과 덩이표집(나장함, 2012)으로 분류하 다. 

(4)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양 연구에서 사용된 종교성의 측정과 질 연구에서 사용된 종교의 의미를 악하

기 해 연구들을 양 연구와 질 연구로 분류하 다. 그리고 한내창(2007)의 연구에 

기 해 연구양 연구에서 어떤 종교 변인과 종교 변인의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는지, 질

연구에서 종교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악하 다. 

(5) 주요 연구결과

Mahoney(2010)의 분류에 기 해 각 연구 역 별로 주요 연구결과를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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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결과 기술에 있어 종교  특성과의 연결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  천주교표본 연구가 1편, 불교표본 연구가 3편으로 나타나 충분한 논

의를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Ⅲ. 연구결과

1. 종교와 가족 연구 개요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악하기 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총 41

편이었고, 41편 연구들의 연구 역, 상세 연구주제,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는 다

음과 같다.

(1) 연구영역

종교와 가족에 한 연구들에서 종교의 역할은 가족형성 비(N=5, 12.2%), 결혼과 

부부 계(N=10, 24.4%), 부모자녀 계,(N=4, 9.8%), 부모역할과 양육(N=13, 31.7%), 가

족스트 스와 응(N=6, 14.6%), 가족 계 반1)(N=2, 4.9%), 가족기능(N=1, 2.4%)의 

7가지 가족생활 역에서 탐색되었다. 부모역할과 양육에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출

되었고, 그 다음으로 결혼과 부부 계에 한 연구가 많이 출 되었다. Table 1에 연

구 역과 역 별 상세 연구주제와 출 된 논문 편수를 제시하 다.

Table 1 Areas and sub-areas of research and the number of research (N=41) 

Areas of research Sub-areas of research N

Marriage preparation 

Mate selection 2

Interreligious marriage permissiveness 1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2

<continued>

1) 가족 계 반에 한 연구는 한 논문에서 부부 계와 자녀 계를 함께 살핀 연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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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of research Sub-areas of research N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Marital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2

Marital equality 1

Marital relations general 2

Marital adjustment and conflict 4

Marriage journey 1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child communication 2

Parent-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1

Parent-child conflict 1

Parental role and childrearing 

Childrearing attitude 2

Parental role satisfaction 1

Childrearing stress and anxiety 5

Parenting efficacy 1

Directions of Christian education 1

Parenting style 1

Christian parenting perception and practices 1

Parental role intelligence 1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Adjustment process of remarried families 1

Family hardiness 2

Family adjustment 1

Divorce intention 1

Marital satisfaction 1

Family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1

KDF characteristics 1

Family functioning Family functioning 1

(2) 상세 연구주제 

각 역 별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기 해 연구된 상세 연구주제는 다양하 다. 가

족형성 비 역의 연구들은 배우자선택(N=2),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

(N=1), 기독교 혹은 비종교 기반 결혼 비 로그램의 효과성(N=2)에 해 탐색하 다. 

결혼과 부부 계 역의 연구들은 결혼(불)만족(N=2), 부부평등(N=1), 부부 계 반

(N=2), 결혼과 부부 응  갈등(N=4), 결혼여정(N=1)에 해 탐색하 다. 부모자녀

계 역의 연구들은 부모자녀의사소통(N=2), 부모자녀만족도(N=1), 부모자녀갈등(N=1)

을, 부모역할과 양육 역의 연구들은 양육태도(N=2), 부모역할만족도(N=1), 양육스트

스  불안(N=5), 부모효능감(N=1), 기독교부모교육의 방향성(N=1), 자녀양육 스타

일(N=1), 기독교 자녀양육 인식과 실천(N=1), 부모역할지능(N=1)에 해 탐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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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스트 스와 응 역의 연구들은 재혼 응과정(N=1), 가족강인성(N=2), 가족 응

(N=1), 이혼의도(N=1)  결혼만족도(N=1)을, 가족 계 반 역의 연구들은 가족

계만족도(N=1)와 동 가족화에 의한 가족지각(N=1)을, 가족기능 역의 연구는 가족

기능성에 해 탐색하 다. 

(3)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모든 연구들의 연구 역 별 연구들의 표본추출방법과 표

본을 Table 2에 제시하 다. 양 조사연구 25편  국의 성인을 상으로 확률표집

을 한 연구가 1편, 비확률표집  목 표집, 편의표집, 덩이표집을 사용한 연구가 각

각 15편, 4편, 1편이었다. 그리고 표집방법에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연구

가 4편이 있었다. 실험연구 6편은 모두 비무선할당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리고 질 연

구 10편  편의표집과 덩이 표집을 사용한 연구가 각각 4편과 6편이었다. 

표본을 종교 별로 보면 총 41편의 연구  기독교표본 연구가 32편, 통일교표본 연구

가 1편, 불교표본 연구가 3편, 천주교표본 연구가 1편, 기독교와 불교 혼합표본이 1편, 

기독교, 불교, 천주교 혼합표본이 1편, 기독교, 불교, 천주고, 무교 혼합표본이 1편, 종교

와 무교 표본이 1편이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가족생활에 한 연구가 압도 으로 

많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매우 었다.

구체 으로 연구 역 별 표집방법과 표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형성 비

에 한 연구들  한 편의 연구가 확률표집법으로 국의 성인표본(한내창, 2012)을, 

나머지 연구들은 비확률표집법으로 기독교나 통일교 기독교 미혼 청년표본을 추출하

다. 후자의 연구들은 선문 학교 재학 인 통일교 학생들(문선애, 2012)과 (김

률ㆍ정 희, 2001)과 K시의 3개 교회들(경동진ㆍ조윤옥, 2014)에서 미혼 청년들을  표

집하 다. 한 편의 질 연구(우원규ㆍ김수연, 2015)는 정기 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일정 수  이상의 종교  신념이 있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미혼 여성을 표집하 다.

결혼과 부부 계에 한 연구들  양 연구들은 목 표집이나 편의표집을 사용하여 

기독교 부부나 기독교 여성을 표집하 다. 의 교회에 출석하는 부부(서동진, 2005), 

ENRICH 검사를 받은 기독교 부부(김덕일ㆍ송원 , 2011), 신학생 부부(김승희ㆍ김은 , 

2014) 혹은 서울 K교회의 여성리더(조혜정, 2012)를 연구하 다. 질 연구들은 편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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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덩이표집을 통해 학졸업 이상의 종교성이 일정정도 이상인 30-40  기혼여

성(이수인, 2007), 부교역자 아내(김애란ㆍ류혜옥, 2013),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집사 직분 

이상인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부부(백정미, 2014), 년기 목회자 아내(오정미ㆍ조성

희, 2016),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기독교 기혼여성(심은정, 2014)을 표집하 다. 그리

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년 부부를 상으로 한 연구(김경진, 2011)도  있었다. 

Table 2 Areas of research, authors, sampling method, and sample (N=41) 

Areas Authors 
Sampling 

method 
Sample 

Marriage 

preparation 

Kim, K.Y. & 

Chung, H.H.(2001)
Nonrandom 12 Christian premarital couples

Moon. S.A.(2012)1) Convenience 80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Sunmoon University 

Han, N.C.(2012) Probability 1482 national sample from KGSS data 

Kyoung, D.J. & 

Joe, Y.O.(2014)
Nonrandom 20 Christian single recruited via 3 churches

Woo, W.K. & 

Kim, S.Y.(2015)2)
Snowball 24 Christian, Buddhist and Catholic single women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Seo, D.J.(2005) Purposive 
139 Christian couples of adolescent children 

recruited via churches

Lee, S.I.(2007)2) Snowball  15 married Christian women 

Kim, K.J.(2011)2) Snowball  12 middle aged Christian couples 

Kim. D.I. & 

Song, W.Y.(2011)
Convenience 815 Christian couples who took ENRICH inventory 

Cho, H.J.(2012) Convenience 
228 middle aged Christian female leaders 

recruited via K church

Kim, A.R. & 

Rhew, H.O.(2013)2) 
Convenience 

8 Christian wives of junior pastors recruited via 

H church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Kim, S.H. & 

Kim, E.E.(2014) 

No detailed 

info
100 Christian couples recruited via seminaries 

Paik, J.M.(2014)2) Snowball 20 middle aged Christian couples 

Shim, E.J.(2014)2) Snowball  2 Christian married women 

Oh, J.M. & 

Cho, S.H.(2016)2) 
Snowball 7 middle aged Christian wives of pastor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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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Authors 
Sampling 

method 
Sample 

Parent-child 

relationship

Park, I.K.(2007) Convenience 187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1 church

Oh. T.K. & 

Kwon, K.K.(2011)
Snowball 

145 Christian mothers and their 145 adolescent 

children recruited via 9 churches 

Lee, Y.H. & 

Park, J.H.(2011) 
Purposive 292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10 churches

Cho, H. J.(2015) Purposive 269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churches

Parental role 

and 

childrearing 

Chung, 

K.S.(2004)1)
Purposive  

555 Christian parents recruited via Christian 

organizations 

Kim, H.S.(2007) Purposive 
561 Buddhist parent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8 Buddhist preschools 

Kim, K.H. & Lee, 

B.S.(2009)
Purposive 

190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recruited via 

preschools

Kim, H.S.(2009) Purposive 
172 Buddhist mother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5 preschools

Hwang, O.J.(2009) Nonrandom 26 Buddhist mothers of preschoolers

Chung, 

H.J.(2011)2)
Convenience 

29 Christian mother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3 Christian preschools 

Shin, S.B.(2012) Purposive 
570 Christian parent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20 Korean Evangelical Holiness Churches 

Chung, I.S. & 

Chang, E.J.(2012)
Nonrandom 

49 Christian parents with school aged children 

recruited via 1 church 

Chung, H.J.(2013) Nonrandom
16 Christian North Korean defectors recruited via 

1 church 

Kim, S.W.(2015)
No detailed 

info
252 Christian parents over age 20

Lee, S.H.(2015)2) Convenience 
3 Christian mothers who completed a parenting 

education 

Park, A.K.(2016) Purposive  
111 Catholic mother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4 catholic churches and 5 preschools

Bae, E.J.(2016) Purposive 
202 Christian fathers of school aged & adolescent 

children recruited via schools & churche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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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Authors 
Sampling 

method 
Sample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Jeon. J.S.(2007a) Purposive 
406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middle 

and high schools 

Jeon, J.S.(2007b) Purposive 
969 Canadian, Korean Canadian, Korean 

adolescents recruited via 14 high schools 

Lee, H.K.(2008)
No detailed 

info 
70 Korean Americans, 153 Koreans 

Yoo, H.S. & 

Song, J.A.(2009)
Purposive 

288 Christian and Catholic adults contemplating 

divorce recruited via shelters and counseling 

service agencies

Chang, S. & Kim, 

S.A.(2012)
Nonrandom

22 Christian victims of wife abuse recruited via 

social service agencies

Kim, H.M. & 

Lee, E.K.(2016)2)
Convenience 

10 Christian mothers and adolescent from 

remarried families recruited via 1 church 

Family 

relationships

Byun, K.A. & 

Kim, S.O.(2001) 
Purposive 

1110 Christian couples and children recruited via 

churches and schools 

Han, M..R. & 

Kim, J,C.(2005)

No detailed 

info 
20 Christian and 20 non christian couples 

Family 

functioning 
Lee, J.S.(2014) Purposive 

343 Christian couples with children recruited via 

medium- and large-sized churches 

1) 
Descriptive research, 

2)
 Qualitative research

부모자녀 계에 한 연구 4편은 모두 양 연구로서 기독교 ㆍ고등학생이나 기독교 

모와 ㆍ고등학생 자녀의 혼합 표본을 사용하 다. 이 연구들은 서울의 1개 교회(박인

곤, 2007), P시의 여러 교회들(오태균ㆍ권재기, 2011; 이 희ㆍ박 하, 2011), 수도권 소재 

학원에 재학 인 청소년 사역자가 담당하는 교회들(조혜정, 2015)에서 표집하 다. 

부모역할과 양육에 한 연구들은 유아자녀의 불교인 부모(김혜순, 2007)나 모(김경

희ㆍ이복순, 2009; 김혜순, 2009; 황옥자, 2009), 유아자녀의 기독교인 부모(정갑순, 

2004; 신승범, 2012), 등생 자녀의 기독교인 부모(정인숙ㆍ장은정, 2012), ㆍ유아ㆍ

ㆍ 등학생 자녀의 기독교인 모(정희정, 2013), 유아-청소년 자녀의 기독교인 부모

(김성원, 2015), 유아자녀의 천주교인 모(박애경, 2016), ㆍ ㆍ고등생 자녀의 기독교

인 부(배은주, 2016)를 표본으로 하 다. 그리고 한 개 혹은 여러 지역의 교회, 교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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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기 , 성당, 학교 등에서 표본을 추출하 다. 질 연구 2편은 서울시의 3개의 

유치원에서 기독교인 유아기자녀 모(정희정, 2011)와 이음부모교육 로그램과 상담을 

마친 청소년기 자녀 모(이수희, 2005)를 연구하 다.

가족스트 스와 응에 한 양 연구들은 ㆍ고등학생( 요섭, 2007a), 고등학생

( 요섭, 2007b), 성인 기독교인(이 경, 2008), 이혼고려 인 기독교ㆍ천주교 성인남

녀(유향순ㆍ송정아, 2009)를 표본으로 하 고, 각각 캐나다 벤쿠버, 서울ㆍ안양의 고등

학교, 서울과 안양의 ㆍ고등학교, 미국 로리다와 서울의 가족서비스 기 , 국의 

이혼법률상담소, 쉼터  상담소에서 표집하 다. 질 연구 한 편은 연구자가 속한 교

회의 재혼가정 부모와 청소년(김형민ㆍ이은경, 2016)에서 표본을 선정하 다.

가족 계 반에 한 양 연구들은 10개 시의 기독교부부와 자녀(변경애ㆍ김순옥, 

2001)와 K시의 기독교와 비기독교 부부(한미령ㆍ김종철, 2005)를 상으로 하 다.

마지막으로 가족기능에 한 연구(이 선, 2014)는 유자녀 기독교인 부부표본을 서

울, 경기, 에서 추출하 다.

(4)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종교성을 측정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 도입하여 가족형성 비나 가족생활 

련 변수들에 미치는 향을 탐색한 양 연구가 24편, 종교가 가족형성 비나 가족경

험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색한 질 연구가 10편이었다. 비종교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연구

가 5편, 변수 간의 계를 살피지 않은 실태조사가 2편이었다. 구체 으로 양 연구들은 

종교유형, 종교활동 참여 정도, 본인이 평가한 종교성의 정도, 종교  신념에 한 믿음

의 정도, 종교ㆍ신앙 몰입동기, 성 등으로 연구 상자들의 종교성을 악하 고, 질

연구들은 기독교 교리 해석과 수용방식, 종교ㆍ신앙ㆍ 성의 역할로 종교를 연구하 다. 

종교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 도입한 24편의 연구들에서 사

용된 변수들과 측정도구를 Table 3에 제시하 다. 로그램개발  효과성 검증 연구

(N=5)를 제외한 19편의 양 연구들에서 종교성은 단일문항, 자가 구성하거나 기존 

문항들을 수정한 문항들, 다차원 척도로 측정되었다. 10편의 연구들에서 종교성이나 

성이 다차원 척도로 측정되었고, 6편의 연구들에서 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5편

의 연구가 명목척도, 한 편의 연구가 서열척도 수 으로 측정되었다. 나머지 3편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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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서 종교성은 자가 구성하거나 수정한 다문항들로 측정되었다.  

Table 3 Measurements of religiosity or spirituality in quantitative research (N=24)

Areas  Authors Independent or Mediating Variables Measurements 

Marriage 

preparation 

Kim, K.Y. & 

Chung, H.H.(2011)

Christian-based marriage 

program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Han, N.C.(2012)

Type of religion, Frequency of 

religious participation, other 

religious participation, and 

prayer, Self-assessed religiosity, 

Intrinsic & Extrinsic religiosity, 

Religious exclusiveness

1 item for each variable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Kim. D.I. & 

Song, W.Y.(2011)
Spiritual satisfaction 

Spiritual Satisfaction Items from 

Kim et al.'s Korean ENRICH 

Inventory(2009), 10 items 

Cho, H.J.(2012) Faith maturity 

Modified version of Lee's 

Faith Maturity Assessment 

Scale(2009), 45 items 

Parent-child 

relationship

Oh. T.K. & 

Kwon, K.K.(2011)

Mother's religious participation 

with children at home, Children's 

religious participation with 

mother at home

3 items & 2 items the 

authors created

Lee, Y.H. & 

Park, J.H.(2011) 

Repentance, Salvation, Christian 

faith, Parental faith, Church 

attendance 

1 item for each variable 

Cho, H. J.(2015) Faith maturity

Modified version of Hwang's 

The Shepard Scale(2011), 30 

items 

Parental role 

and 

childrearing 

Kim, H.S.(2007)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uddhism 

Practice of Buddhism

32 items & 29 items the 

author created 

Kim, K.H. & 

Lee, B.S.(2009)
Mindfulness 

Park's Mindfulness 

Scale(2006), 20 items

Kim, H.S.(2009)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uddhism 

Kim's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uddhism(2006), 38 items 

Hwang, O.J.(2009)
Buddhism-based parent 

education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continued>

 



72  신앙과 학문. 22(3).

Areas Authors Independent or Mediating Variables Measurements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Jeon. J.S.(2007a) Christian faith 1 item

Jeon, J.S.(2007b) Christian faith 1 item 

Yoo, H.S. & 

Song, J.A.(2009)

Intrinsic & Extrinsic 

religiosity 

Allport & Ross(1967)' s I/E 

religiosity, 20 items

Chang, S. & 

Kim, S.A.(2012)
Christian-based healing program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Family 

relationships

Byun, K.A. & 

Kim, S.O.(2001) 
Religious participation 

40 items the author modified 

using various scales 

Han, M..R. & 

Kim, J,C.(2005)
Christian faith 1 item 

Family 

functioning 
Lee, H.S.(2014) Spiritual maturity 

Ellison's Spiritual Maturity 

Index, 30 items(1983)

각 연구 역 별로 사용된 종교성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형성 비 

역의 양 연구들은 종교유형, 종교활동 참여 정도, 본인이 평가한 종교성, 종교  신

념에 한 믿음의 정도, 종교ㆍ신앙 몰입동기로 종교성을 악하 다. 먼  종교유형

은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한내창, 2012: 

140). 종교활동 참여 정도는 세 가지의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응답은 월평균빈도로 

환산되었다. 공  종교활동 참여 정도는 “귀하는 얼마나 자주 불공 는 배드리러 

가십니까?”, 기타 종교활동 참여 정도는 “ 재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것 외에 교회, 성

당,  등에서 하는 모임이나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기도빈도를 “귀하는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한내창, 2012: 140)로 측정되었다. 한 편의 연구가 기독교 

결혼 비 로그램의 참여 여부로 종교활동 참여를 악하 다(김 률ㆍ정 희, 2001). 

그리고 본인이 평가한 종교성은 “귀하는 얼마나 종교 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

으로 측정되었고, 믿음의 정도는 “귀하의 견해는 ① 어떠한 종교에도 특별한 진리는 

없다 ② 부분의 종교는 나름 로 진리가 있다 ③ 오직 한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한

내창, 2012: 140)로 측정되었다. 한 종교ㆍ신앙의 몰입 동기는 본질   비본질  

종교성으로 측정되었는데, 각각을 해 “나에게는 오직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삶의 의

미가 있다.”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① 내  평화와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②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된다. ③ 어렵거나 슬  때 안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④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한내창, 2012: 140)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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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질 연구는 종교가 참여자들의 이성교제, 결혼가치 , 사회 계에 갖는 요성과 

의미를 악하 다(우원규ㆍ김수연, 2015). 

결혼과 부부 계 연구들  양 연구들은 종교성을 개인의 종교  신념에 한 믿

음의 정도나 성으로 악하 고, 질 연구들은 신앙체계의 수용, 종교ㆍ신앙의 요

성, 사모 역할, 자원으로서 종교ㆍ 성으로 종교를 근하 다. 양 연구들은 코이노니

아, 리그마, 디다 , 게이투르기아, 디아코니아의 하 요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신앙

성숙 척도(조혜정, 2012)와 한국  ENRICH 척도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김

덕일ㆍ송원 , 2011)을 사용하 다. 질 연구들은 기독교 교리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방

식(이수인, 2007; 심은정, 2014), 건강한 부부 계에 기여하는 요인들으로서 신앙의 역

할(김경진, 2011), 사모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겪는 심리 ㆍ역할 갈등(김애란ㆍ유혜옥, 

2013; 오정미ㆍ조성희, 2016), 자원(백정미, 2014)에 해 탐색하 다. 

부모자녀 계 연구들은 연구 상자들의 종교성을 악하기 해 신앙활동의 정도와 

종교  신념에 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을 도입하 다. 모가 가정에서 하

는 자녀를 한 신앙 활동과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신앙활동으로 구성된 

신앙활동 척도(오태균ㆍ권재기, 2011), 인지 , 정의 , 의지  신앙성숙의 3개 하 요

인으로 구성된 신앙성숙 척도(조혜정, 2015)가 도입되었다. 한 회개여부, 구원여부, 

신 (유아세례, 세례, 세례 무), 부모신앙(부모양쪽, 부모한쪽, 부모신앙 없음), 교회출

석(월 8회 이상, 월 4-7회, 월 1-3회) 등으로 측정한 종교성 변인들이 사용되었다(이

희ㆍ박 하, 2011). 

부모역할과 양육에 한 양 연구들은 불교인 부모, 기독교인 부모, 천주교인 부모

의 종교성을 측정하기 해 해당 종교 고유의 특성이 반 된 다차원 척도나 단일문항

을 도입하거나 종교유형과 무 하게 사용되는 종교성향과 성을 측정하는 다차원척

도를 사용하 다. 먼  불교인 부모들의 종교성은 자가 제작한 교리에 한 이해도, 

수행에 한 이해도, 문화ㆍ 습  이해도의 3개 하 요인으로 구성된 불교사상 이해

도 척도(김혜순, 2007), 자가 제작한 계와 정으로 구성된 신행행활 척도(김혜순, 

2007), 탈 심  주의, 비 단  수용, 재자각, 주의집 으로 구성된 마음챙김 척도

(김경희ㆍ이복순, 2009)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부모들의 성은 불안, 과장하기, 

실제 그 로 받아들임, 실망, 인상주기의 5개 하 요인으로 구성된 성평가 척도(신승

범, 2012)로, 천주교 부모들의 신앙성숙은 교리충실도, 신앙과 생활의 일치도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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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성숙도 척도로 악되었다(박애경, 2016). 한 기독교인 부의 종교  안녕감은 종

교  안녕감 척도(배은주, 2016)로 측정되었다. 이밖에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신앙경력

(20년 미만, 10-29년, 30-39년, 40년 이상, 모태신앙), 교회직분(무, 집사, 안수집사, 권

사, 목회자/사모, 기타), 신앙정도(좋지 않음, 좋은편 아님, 보통, 좋은편, 매우 좋음), 부

부신앙(부부기독교인, 부만 기독교인, 모만 기독교인, 기타)이 사용되었다(김성원, 2015). 

로그램 효과성 연구들은 종교 기반 로그램의 참여(황옥자, 2009, 정인숙ㆍ장은정, 

2012; 정희정, 2013)로 종교성을 측정하 다. 질 연구들은 양육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신앙의 역할(이수희, 2015)과 자녀양육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데 있어 기독교부

모교육의 방향(정희정, 2011)으로 기독교의 향을 탐색하 다.

가족스트 스와 응에 한 연구들  양 연구들은 기독교 신앙의 유무( 요섭, 

2007a, 2007b), 내재 ㆍ외재  종교성향(유향순ㆍ송정아, 2009), 기독교 인격 로그

램 참여(장선ㆍ김순안, 2012)로 종교성을 측정하 고, 질 연구는 재혼 응에서 자원으

로서 신앙의 역할로서 종교(김형민ㆍ이은경, 2016)를 탐색하 다.

가족 계 반에 한 연구들은 종교활동의 참여 정도와 기독교 신앙의 유무로 종

교성을 측정하 다. 종교활동 참여는 교회 심 종교 활동과 가정 심 종교 활동으로 

구성된 종교활동 척도(변경애ㆍ김순옥, 2011)로, 신앙 유무는 기독교 신앙의 유무(한미

령ㆍ김종철, 2005)로 악되었다.

가족기능에 한 연구는 다차원척도인 성숙도 척도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

증하 다(이 선, 2014). 

한편 비종교변수를 사용하여 종교인 가족의 가족생활을 탐색한 연구들은 결혼 비 

집단상담 로그램(경동진ㆍ조윤옥, 2014), 자아상태(서동진, 2005), 원가족건강성과 갈

등 처행동(김승희ㆍ김은 , 2014), 인터넷 사용동기(박인곤, 2007), 가족스트 스(이

경, 2008)를 측 변수로 사용하 다. 그리고 실태조사로 통일교인들의 배우자선택(문

선애, 2012)과 기독교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한 연구(정갑순, 200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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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와 가족에 대한 연구들의 주요 연구결과

(1) 가족형성 준비

종교유형은 미혼 청년들의 배우자 선택에 향을 미쳤다. 선문 학교 재학 인 통일

교 학생들에게 동질혼의 선호도는 높았는데, 실태조사에 참여한 80명의 학생  67.5%

가 배우자는 종교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하 고, 77.5%가 통일교 내에서 배우자를 선

택해야 한다고 응답하 다(문선애, 2012). 종교유형 별 종교  동질혼의 선호도는 정기

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일정 정도 종교  신념이 있는 24명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미혼 여성들의 배우자 선택 연구에서도 탐색되었다(우원규ㆍ김수 , 2015). 기독교 미혼 

여성들은 본인과 비슷한 수 의 종교  신념을 가진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 고, 

남성의 가족의 종교성까지 고려하 다. 반면 천주교와 불교 여성들은 타종교라 할지라도 

자신의 종교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남성이라면 결혼할 수 있다고 하 다. 

한편 종교유형, 종교  신념에 한 믿음의 정도, 종교활동의 정도나 종교성향은 가

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에 향을 미쳤다. 확률표집법을 통해 추출한 국 18

세 이상 성인남녀 1482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한내창, 2012)에서 가족의 타종교인과

의 결혼 허용도는 종교 집단 내에서 종교활동 참여 정도, 본질 ㆍ비본질  종교성, 

종교  배타성 등의 종교성 변수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불교인 집단에서는 종교성 

변수들과 통제 변수들 모두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에 어떤 향도 미치지 

않았고, 천주교 집단에서는 본질  종교성만이 유의미한 부  향을 미쳤다. 반면 기

독교 집단에서는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본질  종교성의 정도가 높을

수록, 종교  배타성이 높을수록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에 유의미한 부  

향을 미쳤다. 한 이들에게 성별, 연령, 교육수 은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

도에 어떤 향도 미치지 않았다. 

미혼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결혼 비 로그램은 이들의 결혼 비도와 계  성숙

을 증진하는데 효과 이었다. 기독교  원리를 용한 결혼 비 상담 로그램에 참여

한 의 6 의 비부부들은 참여하지 않은 6 의 비부부들에 비해 사 ㆍ사후ㆍ

추후 시기의 기독교  성숙도의 평균 수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김 률ㆍ정

희, 2001). 그리고 비기독교 결혼 비 로그램에 참여한 10명의 기독교 미혼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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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사 ㆍ사후 시기의 결혼 비도와 자기개념의 평균

수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경동진ㆍ조윤옥, 2014).

(2) 부부관계

성과 종교성은 여성이나 부부가 지각한 계만족, 계능력, 부부 응에 향을 

미치면서 기독교인 부부의 계역동을 형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 먼  성과 

부부 계에 해 탐색한 연구들  ENRICH 검사를 받은 20  이상 기독교인 부부 

815 의 연구에서  만족도는 부부 계 만족도, 이혼고려  가정폭력과 련이 있

었다(김덕일ㆍ송원 , 2011).  만족도의 수 이 높은 부부들은 그 지 않은 부부들

에 비해 부부 계에 더 만족하 는데, 성격문제, 의사소통, 갈등해결, 재정 리, 여가활

동, 성 계, 자녀 양육, 기족친구, 역할 계, 커 친 , 가족친 , 커 유연, 가족유연 모

든 부부의 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이혼고려도 낮았고, 가정폭력의 발생도 었다. 한 성은 기독교인 부부의 계능

력에도 향 미쳤는데, 신앙생활이 10년 이상인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10 의 기독

교인 부부에게  자원은 부부의 계능력의 4가지 요소인 서로를 수용하는 능력,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갈등 처 능력에 여하면서 부부 계의 

특성과 역동(성장추구형 부부, 극복노력형 부부, 성장필요성 부부, 갈등 지속형 부부)

을 형성하 다(백정미, 2014). 한편 종교성과 부부 계에 해 탐색한 연구들  228명

의 기독교 년 여성리더들에 한 연구에서 신앙성숙도의 5가지 하 요인  리그

마(믿음 공동체 속에서의 말 )와 디아코니아(공동체 내에서의 섬김과 사)가 부부

응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정, 2012). 그리고 교역자 아내들의 부부 응에 

한 질 연구(오정미ㆍ조성희, 2016)에서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부부갈등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사모역할에서 벗어나 남편과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

을 주는 요한 자원이기도 하 다. 이들은 “균형 잡힌 목회자 부부모델의 부재, 목회

자 아내의 삶이 고되고 힘듦, 남편에 한 실망과 갈등이 생김, 갈등 처방식의 미숙

함”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앙을 통한 치유와 회복, 남편과 자신의 한계를 수

용, 변화를 한 노력,  남편의 정서  지원에 한 확신”을 통해 교역자 아내로서

의 어려운 삶에 응하고 있다(오정미ㆍ조성희, 2016: 222). 그리고 기독교, 불교, 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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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년기 부부의 혼합표본 자료에서 신앙은 행복감에 기여하는 요한 요소로 나타

났다(김경진, 2011).

종교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향은 부교역자 아내에 한 질 연구에서도 나타났는

데, 이들은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과 부교역자의 아내라는 특수한 역할로 인해 심각

한 혼돈과 갈등을 겪었다. 부교역자의 아내들은 가정생활을 한 시간의 융통성을 발

휘할 수 없는 부교역자 남편으로 인해 가정의 모든 소사를 혼자 챙겨야 하지만 어

려움을 남편에게 호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김애란

ㆍ류혜옥, 2013).

기독교의 가부장  교리와 신앙체계는 기혼 여성들의 부부평등 의식과 실천이나 아

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작용하 다. 종교성이 깊은 15명의 산층 졸 기독교 

여성들의 기독교 교리에 한 해석은 남편 우 형, 혼합형, 실질  평등형의 부부평등 

유형에 따라 달랐다(이수인, 2007). 남편 우 형과 혼합형 부부 계의 여성들은 신앙을 

삶의 가부장  실재와 이에 한 인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반면 실질  평

등형 부부 계의 여성들은 교리체계를 부분 으로 거부하거나 편의 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삶에 통합하 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부장  교리는 부부평등성 인식과 실천뿐 

아니라 아내로서의 정체성 형성에도 향을 미쳤다. 2명의 기혼여성은 성장하는 과정

에서 어머니를 통한 모양처상의 내면화,  경험을 포함하여 자신이 겪었던 사건

들, 한국의 사회문화  특성, 가부장  질서를 강조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결혼에 

한 기 와 태도를 형성하 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형성된 결혼에 한 태도와 인식

은 결혼생활에서 변화되는데, 이들은 교회에서 강조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범 인 

아내 상과 사회문화 으로 두되는 행복한 아내 상을 통합하면서 아내로서의 정체성

을 형성하 다(심은정, 2014).

한편 자아상태와 원가족 건강성  갈등 처행동과 같은 비종교변수들이 기독교인 

부부의 결혼만족과 결혼 응에 미치는 향도 탐색되었다. 년기 기독교 부부 138

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서 자아상태는 비  어버이 자아, 양육  어버이 자아, 어른 

자아, 순응 인 어린이 자아로 분류되었는데,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자아상태가 매우 

높거나 낮은 집단에서 결혼불만족과 갈등이 높았다(서동진, 2005). 한 결혼 7년 미만

의 신학생 부부 100 에게 원가족 건강성과 처방식은 결혼 응과 한 계가 있

었다(김승희, 김은 , 2014). 아내와 남편 모두 원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결혼 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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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았다. 그리고 남편이 외부도움요청을 사용하고, 회피방법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결혼 응이 높았고 아내의 처방식은 결혼 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가

족에서 자율성이 높을수록 결혼 응이 높았다.

(3) 부모자녀관계

종교성의 측정방법과 자료 분석방법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갈등, 부모

자녀 계만족도에 한 다양한 사실들이 규명되었다. 292명의 기독교 ㆍ고등학생들

을 상으로 부모자녀의사소통을 탐색한 연구에서 단일문항으로 측정한 회개여부, 구

원여부, 신 , 부모신앙의 여부, 교회출석 정도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서 차이가 

나타났다(이 희ㆍ박 하, 2011). 자녀의 회개유무는 부와의 의사소통에는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았지만 회개를 한 집단에서 모와의 개방  의사소통이 높았고 폐쇄  의

사소통이 낮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집단에서 부모 모두와 개방  의사소통이 높았

고, 폐쇄  의사소통이 낮았다. 신 (유아세례, 세례, 세례 무)에 따라 부와 모 모두와 

개방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사후검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의 신앙(부모양쪽, 부모 한쪽, 두 분 신앙 없음)에 따라 부와의 

개방  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양쪽이 신앙이 있는 집단이 신앙이 

없는 집단보다 개방  의사소통이 높았다. 교회출석(월 8회 이상, 월 4-7회, 월 1-3회)

에 따라 부와 모와의 개방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종교성과 부

모자녀갈등에 한 연구에서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종교성 변수들은 기독교 ㆍ고등

학생의 부모와의 갈등에 향 미쳤다(조혜정, 2015). 신앙경력이 주일학교 5년 이하인 

청소년 집단이 모태신앙이나 주일학교 5년 이상인 집단 보다 생활규칙과 상매체 

역에서 모와의 갈등이 높았고, 주일학교 5년 이하가 모태신앙과 주일학교 5년 이상 집

단보다 생활규칙과 학업진로 역에서 부와의 갈등이 높았다. 한편 ㆍ고등학생 자녀

와 모 145 에게 수집한 자료로 신앙활동과 자녀와 모가 인지한 모-자녀 계만족도

의 련성을 행 자-상 자 상호의존모형에 기 해 분석한 연구에서 행 자 효과와 

상 자 효과는 계만족의 하 역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오태균ㆍ권재기, 2011). 모

와 자녀 모두에게 상 방의 신앙활동 보다 본인의 신앙활동이 모-자녀 계의 심리내

 만족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모의 신앙활동은 자신과 자녀의 심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개관  79

리외  만족에 향 미치지 않았지만 자녀의 신앙활동은 자녀와 모의 심리외  만족

에 향을 미쳤고 모에게 미치는 향이 더 컸다. 한 모의 신앙활동은 자녀가 느끼

는 의사소통만족도 보다 자신이 느끼는 의사소통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더 컸고, 자

녀의 신앙활동은 자신이 느끼는 의사소통만족도보다 모가 느끼는 의사소통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더 컸다. 

비종교 독립변수를 도입한 연구에서, 187명의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정보추구나 환경

감시를 목 으로 하는 인터넷 사용동기는 부모와의 정 인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상

이 있었고, 오락  시간 때우기와 개인  인커뮤니 이션을 목 으로 하는 인터

넷 사용동기는 부모와의 소극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박인곤, 2007). 

(4) 부모역할과 양육

부모의 종교성과 부모역할 간의 련성은 경상북도와 충청도 소재 유아기 에 자녀

를 보내는 유아기 자녀의 불교인 모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교회에 규칙 으로 출석

하는 아동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부에 한 연구들에서 규명되었다. 먼  불교인 모의 

종교성은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로 측정되었는데, 신행생활은 불교에서 가장 강조

하는 궁극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는 종교  수행을 의미한다(김혜순, 2007). 이 연구

에서 불교사상이해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부모역할만족도의 수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신행생활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부모역할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고 

높은 집단에서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아동기 자녀를 둔 기독교 아버지들의 

아동기 때 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향에서 종교  안녕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배은주, 2016), 계경험은 종교  안녕감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 종교

 안녕감은 부모역할지능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그리고 아동기 때의 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향에서 종교  안녕감은 완 매개효과가 있었다. 

한편 부모양육에 한 연구들은 종교성과 자녀양육 스트 스와 불안, 양육태도, 기

독교 자녀양육의 인식과 실천, 부모효능감, 자녀양육스타일 간의 련성을 규명하 다. 

먼  자녀양육 스트 스를 결과변수로 한 연구들은 부모의 종교성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거나 종교기반 부모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 다. 마음챙

김 수 은 종교가 있는 모에게서 높았고, 모의 마음챙김 수 이 높을수록 양육스트



80  신앙과 학문. 22(3).

스가 낮았다(김경희ㆍ이복순, 2009). 기독교 세계 에 기 한 교육 과 기독교 부모의 

역할에 한 교육내용을 심으로 모의 학습 련 자녀양육스트 스 감소를 도모하는 

로그램에 참여했던 등학생 자녀의 어머니들은 사 ㆍ사후시기에 양육스트 스 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정인숙ㆍ장은진, 2012). 한 북한이탈 주민 기독교 어

머니들이 남한에서 겪는 심리 내면의 어려움과 스트 스 상황  원인을 인식하고 성

경  방식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머니들

은 로그램 참여 후 자녀양육스트 스가 감소하 고, 자녀양육행동이 정 으로 변

화하 다(정희정, 2013).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 스에 향 미치는 요소들을 

탐색한 연구에서, 모의 기질  특성, 부모의 내 ㆍ외  욕구 요인, 부모의 건강요인 

등의 부모의 개인  특성으로 인한 스트 스, 부부간 갈등 요인, 고부간 갈등요인 등

의 부모의 인 계 특성으로 인한 스트 스,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 스, 래 

계, 자녀의 형제 계요인 등의 자녀의 인 계 특성으로 인한 스트 스 등이 원인으

로 나타났다(정희정, 2011). 

양육불안에 한 연구들은 부모의 종교성과 양육불안 간의 계를 탐색하 다. 천주

교 어머니들에 한 연구에서 천주교 신앙성숙과 어머니들의 양육불안은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종교기반 부모교육과 상담의 참여는 기독교 어머니들의 양

육불안을 낮추었다. 경기도의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인 유아기 자녀의 모 111명의 자료

에서 신앙성숙도와 양육불안은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박애경, 2016). 기

독교인 어머니들의 양육불안에 한 질 연구(이수희, 2015)에서 양육불안을 높이는 

요인들로 원가족과의 분화수 이나 분리불안, 모의 완벽주의 성향이나 자녀에 한 높

은 기 치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이음부모교육 교육 로그램을 수료하고 성경  

상담을 받은 이후 양육불안이 감소되었고, 가족 계도 회복되고  성숙도 이 졌다.

한편 양육태도에 한 연구들은 불교부모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불교인 부모들과 

아기자녀의 기독교인 부모들을 상으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 다. 경상북도 1곳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불교 어머니들에게 붓다의 수행법인 명상과 사무량심을 불교

부모교육 로그램에 목하여 개발한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양육태도의 하 요인 5

개  민주  태도, 의도  무 심 태도,  자율  태도에서 향상이 있었다(황옥자, 

2009). 그리고 유아자녀의 기독교인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온정 이었고, 

가정 배를 드리는 가정이 11.2%,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함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부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개관  81

모는 48.5%, 자녀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는 부모는 9.9% 등이었다(정갑순, 2004).

이 외에 기독교 양육에 한 인식과 실천, 부모효능감, 양육스타일에 한 연구도 

있었다. 기독교인 부모 252명의 기독교양육에 한 인식과 실천 정도는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종교성 변수들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교회에 출석한 기간이 오래되고, 교회

에서 더 많은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직분일수록, 신앙이 좋을수록,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독교인일수록 자녀양육에 한 인식과 실천  총 이 높았다(김성원, 2015). 

한 경북 소도시의 불교기 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자녀가 있는 불교인 어머

니들 172명의 자료에서 불교이해도가 높은 집단에서 양육 효능감의 모든 하 역인 

반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과 

체 효능감에서 높게 나타났다(김혜순, 2009). 그리고 5개 도시 기독교 성결교회 소속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570명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그 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기쁘

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권 형 양육방식과 유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났고, 

자신의 믿음을 과장, 하나님을 불신, 인 만족을 잘 못 느끼는 것은 지배형 양육방

식과 유의한 정 인 상 이 나타났다(신승범, 2012). 

(5)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종교와 가족스트 스와 응 간의 련성은 이혼, 재혼, 가정폭력을 겪은 기독교인

과 천주교인 가족을 상으로 종교 변수가 가족 응에 미치는 향이나 자원으로서 

종교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해 탐색되었다. 기독교와 천주교 성인남녀 288명에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 종교성향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향과 갈등 처양식, 분노  용

서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유향순ㆍ송정아, 2009), 내재 -외재  종교성향에 따라 

변수들 간의 계에 차이가 있었다. 외재  종교성향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분노와 용서는 매개효과가 있었지만 갈등 처양식은 그 지 않았다. 내재  종교성향

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분노나 용서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갈등 처

방식을 통해서만 향을 미쳤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종교는 응에 

요한 자원이었는데, 이들은 사랑, 용서, 이해를 심으로 돌 과 의사소통  성을 

포함한 기독교 인격  치유 로그램을 수강한 이후 자아존 감, 사회 응능력, 결

혼만족도가 높아졌다(장선ㆍ김순안, 2012). 한편 자원으로서의 성과 신앙공동체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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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은 기독교 재혼가정의 응을 진하는데 핵심 이었다(김형민ㆍ이은경, 2016). 재혼 

가정의 어머니들은 이 의 결혼에서 나타났던 외도나 폭행 등의 심각한 부부 기사건

들을 재혼 이후에도 경험하 고, 계자녀의 문제와 갈등으로 결혼의 해체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신앙생활을 통한 치료  계의 형성으로 재혼 응을 도모하 다.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부모의 권 유형이 다양한 사회  맥락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가족강인성에 미치는 향은 다소 복합 이었다. 캐나다 청소년, 캐나다 이

민 청소년, 한국 청소년의 신앙유무에 따라 부모의 권 유형과 강인성에 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요섭, 2007b).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경우는 캐나다 청소년이,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경우는 캐나다 한인 청소년이 아버지를 독재 이라고 인지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경우 캐나다의 청소년이, 신앙이 있는 경우 한인 청

소년이 어머니를 독재 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캐나다 청소년과 캐나다 

한인 청소년들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경우 가족강인성이 높다고 인지하 고, 한국 청

소년들은 기독교 신앙이 있을 경우 가족강인성이 높다고 인지하 다. 서울과 안양의 

기독교 ㆍ고등학생 남녀 406명의 자료에서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부모의 권 유형

의 향은 가족 강인성의 하 요인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요섭, 2007a). 이 연구에서 

아버지의 권 유형과 신앙의 유무는 가족강인성의 하 역인 동심과 자신감에 

한 인식에 향을 미쳤지만 통제감에는 향 미치지 않았다. 

(6) 가족관계 전반 

종교활동이나 기독교 신앙의 유무로 측정된 종교성이 가족 계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향이 규명되었다. 10개 시 30  이상 기독교 부부와 자녀 1110명에게 수

집된 자료에서 종교활동  가정 심의 종교활동이 부부 계와 자녀 계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변경애ㆍ김순옥, 2001). 연령, 교육수 , 취업상태, 가정소득, 

자아개념의 모델에 교회 심  가정 심 교회활동을 추가하여 아내의 부부 계 만족

도와 남편의 부부 계 만족도를 분석한 모형에서, 아내 모델은 6.3%, 남편 모델은 

6.0%의 설명력이 증가되었고, 가정 심 종교활동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부부 계 만족

도를 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다. 한 종교활동 변수를 추가해 모자 계

를 분석한 모형에서 어머니 모델은 2.5%, 자녀 모델은 2.2%의 설명력이 증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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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심 종교활동은 어머니의 모자 계 만족도와 자녀의 모자 계 만족도를 측하

는 가장 강력한 변수 다. 교회 심 종교활동은 아내와 남편의 부부 계 만족도 뿐 아

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모자녀 만족도에 부 으로 향 미쳤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 가족화 자료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부부 계와 부모자녀

계에 한 지각이 분석되었는데, K시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10 의 부부와 신앙

이 없는 10  부부에게 배우자와 자녀의 그림의 크기와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한

미령ㆍ김종철, 2005).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보다 자녀를 더 크고 좋게 그려 기독교인

이 자녀를 더 정 으로 보고 있었지만,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배우자를 더 크

고 좋게 그려 비기독교인이 배우자를 더 정 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

독교 신앙의 유무에 상 없이 여성이 배우자에 해 평가한 수보다 남성이 배우자

에 해 평가한 치 수가 낮아 여성이 남성을 우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가족기능

서울, 경기, 의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유자녀 기독교인 부부에게 수집한 자료

로 기독교인의 원가족 경험이 가족기능성에 미치는 향에서  성숙도의 매개효과

가 검증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원가족 경험은 가족기능성에  성숙도를 매개로 직

ㆍ간 으로 향을 미쳤다(이 선, 2014). 원가족 경험이 가족기능성으로의 직 경로

에서 원가족 경험이 좋을수록 가족기능성도 높았고, 원가족 경험이  성숙도로의 

직 경로에서 원가족 경험이 좋을수록  성숙도도 높았다. 한  성숙도에서 

가족기능성의 직 경로에서  성숙도가 좋을수록 가족기능성이 높았고, 원가족 경

험에서  성숙도를 거쳐 가족기능성으로의 간 경로에서 원가족 경험이 좋을수록 

 성숙도가 높았고,  성숙도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성도 높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개제된 종교와 가족

에 한 경험  연구들을 개 하여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악하고 향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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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제시하고자 하 다. 분석에 포함된 41편의 연구들을 연구 역에 띠라 분류하

고, 연구 역 별로 상세 연구주제,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연구결과를 요약하 다. 

본 장에서는 연구 역 별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한 을 제시하여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족형성 준비

가족형성 비에 한 연구들에서 종교가 배우자 선택,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 결혼 비도에 미치는 향이 탐색되었다. 종교유형, 믿음의 정도, 종교성향 등

에 따라 배우자 선택과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종교는 사회경제  요인을 넘어 배우자 선택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요소 다(한내창, 2012). 그리고 기독교 청년들을 한 결혼 비 로그램은 기독교  

결혼생활이나 반 인 결혼생활을 비하는데 효과 이었다. 하지만 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들은 표본의 정규성 분포 검증 차를 거치지 않아 종교기반 혹은 비종교 

기반 결혼 비 로그램이 미혼 청년들의 결혼 비에 미치는 향을 정확히 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로그램 개발과 효과성에 한 연구들은 분석 차를 엄격히 

따르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기독교기반 결혼 비 로그램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 응에 정 인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에서 결혼 비 로그램들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의 메타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메타분석연구는 로그램들의 체효과 크기  로그램 유형, 

로그램 효과 변수들, 운 특성( 로그램 회기, 참여한 인원의 수, 로그램의 운 시간) 

등에 따른 효과크기를 악하게 해 주는데, 이를 통해 결혼을 비하는 청년들을 해 

좀 더 효과 인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과 부부관계

종교는 부부 계의 역동을 형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 기독교인 부부들의 

만족도는 결혼만족도, 이혼고려, 가정폭력 발생에 향 미쳤고, 기독교인 기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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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앙성숙도는 부부 응을 측하 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부교역자 아내들에게 역

할갈등이나 교역자 아내들에게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천이었지만 갈등해결의 

자원이기도 하 다. 한 종교는 평등의식이 있는 기독교 여성들의 부부 계의 역동이

나 아내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강력히 작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과 부부 계에 한 연구들은 표본과 통계분석 등에서 문제 이 발견되

어 종교가 부부 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악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먼  

만족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계를 탐색한 연구에서  만족도 수 과 직업군에서 

편향이 높은 표본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10편의 연구  3편의 질   양  연구들이 

근이 용이한 상을 1개 교회나 특정 목 이 있는 모임을 통해 편의표집을 하 는

데, 이 표집법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권장되지 않은 표집법이다. 우리나라에서 확률표

집에 기 한 단  사회조사들  종교와 부부 련 문항들을 포함하는 조사들이 거

의 무하다는 에서 부부 계의 역동이나 상호작용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고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표본추출의 오류가 연구결과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는 에서 향후 부부 계와 종교에 한 연구들은 연구의 목

을 해 왜 특정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해야하는지에 한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나장함, 2012).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질 연구들에서 학교 졸업 이상이나 종교성이 

깊은 여성들을 주로 연구참여자로 하고 있어 다른 사회경제  맥락의 여성들이나 종

교성이 낮은 여성들의 종교와 부부 계 경험에 한 정보는 부족하 다. 미국의 산

층과 소득층 아시아계 여성이민자들이 부부 계에서 종교교리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한 질 연구들(Chan, 2005; Kim, 2010)은 종교경험이 사회경제  맥락과 분

리해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연구들에서 사회경제  맥락과 종

교경험과 부부 계의 복잡한 련성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향후 부부 계와 종교에 한 연구로 최근 서구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계  성의 한국  용이 있을 수 있다. 지 까지의 연구들은 남편ㆍ아내ㆍ여성 

각자의 종교활동 참여 정도나 믿음의 정도가 부부 계에 미치는 향을 탐색해왔는데, 

부부 계를 증진시키는 계  종교 변수가 무엇이지를 규명하는 것은 연구뿐 아니라 

임상  측면에서 요하다. 서구에서 발 된 계  성 (Relational spirituality 

framework)에 기 한 연인ㆍ배우자 심 기도(Partner-focused prayers)에 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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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 인 이다. 계  성 은 연인ㆍ부부가 친 한 계를 형성하고 유지

하고 변화시키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종교  신념과 행동에 을 둔 이론이다

(Mahoney, 2010, 2013). 연인ㆍ배우자 심 기도는 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느

낌을 표 하는 심리내  의사소통 과정과 연인ㆍ배우자의 안녕감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를 포함하는 종교 구인이다(Mahoney and Cano, 2014). 서구

의 경험  연구들에서 연인ㆍ배우자 심 기도의 정  향이 규명되고 있는데, 미

국 학생들을 표본으로 한 연구에서 연인 심 기도는 계에의 헌신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고, 계만족도의 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Fincham and Beach, 2014). 한 

흑인 노년기 부부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우자 심 기도는 자신의 결혼에의 헌

신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고, 자신의 계만족도의 부분 매개효과도 나타났다. 그리

고 자신의 배우자 심 기도는 배우자의 결혼에의 헌신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 

배우자의 계만족도의 완 매개 효과도 검증되었다(Fincham and Beach, 2014). 부부

계의 응을 진하는 계  종교 변수들을 탐색하고, 종교 변수가 결과변수에 

향 미치는 메커니즘을 악하는 연구들은 부부교육이나 부부문제의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 계에서 종교의 역할을 악하기 해 여러 방식으로 측정된 종교성은 

ㆍ고등학생 자녀 혹은 ㆍ고등학생 자녀와 부모가 인지한 부모자녀의사소통, 부모자

녀만족도, 부모자녀갈등에 미쳤지만, 이 연구들에서 한계 들이 발견되어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먼  표본을 추출하기 해 근이 용이한 상을 1개 교회

에서 편의표집한 연구가 있었다. 한 회개유무, 구원여부, 신 , 교회참석 정도, 신앙

경력으로 종교성을 측정한 연구들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들이 종교의 향이라

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회개유무와 구원여부는 개념 으로 모호하고, 신 의 응답범주

를 유아세례, 세례, 세례 무로, 부모신앙을 부모양쪽 신앙, 부모한쪽 신앙, 부모신앙 없

음으로, 교회출석을 월 8회 이상, 월 4-7회, 월 1-3회로 나  것에 한 근거가 제시되

지 않았다. 한편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게 향을 주고받는 계라는 에서 모-

자녀의 커  자료를 행 자-상 자 상호의존모형을 도입한 연구는 의의가 매우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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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회ㆍ인구학  변수들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에서 종교의 향을 악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선정과 변수들 간의 련성

에 한 이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연구의 요성을 악하기 어려운 연구도 있었

다. 향후 부모자녀 계에 한 연구들은 종교성 측정도구의 선정과 연구에 포함되는 

변인들의 선정에 한 과학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부모자녀 계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기 해 합한 종교 변인이 사용되어야 하

는데, 서구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신성화(Sanctification)’는 우리나라의 연구

의 한계 을 극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성화는 인간이 종교  가르침에 기

해 사물, 시간, 가족 계, 일, 사건, 사람 등에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신성

한 가치가 부여된 것은 인간에게 특별한 의미와 요성을 갖는다(Pargament et al., 

2005). 기독교에서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보거나 자녀양육을 부모가 하나님을 닮

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신

성화의 표 인 이다(Bartkowski and Ellison, 1995). 서구에서 신성화를 도입하여 

부모자녀 계를 탐색한 연구들은 주로 하나님(신)의 임재 척도(Manifestation of God 

Scale)나 신성화 척도(Sacred Qualities Scale)를 사용해왔다(Pomerleau et al., 2015). 

하나님(신)의 임재 척도는 기독교와 비기독교 표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왔는데, 이는 하

나님(신)을 바라보는 과 부모자녀 계에서 하나님(신)의 임재에 한 인식을 포함

한다(Breslsford and Righi, 2013). 14문항을 7  응답범주로 측정한 이 척도는 “하나님

은 나와 어머니/아버지/자녀와의 계에 임재한다.”, “나는 나의 어머니/아버지/자녀와

의 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와 같은 문항들을 포함한다(Breslsford and Righi, 

2013). 한 신성화 척도는 부모자녀 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을 내포하는지를 평

가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해 ‘거룩한-거룩하지 않은’, ‘ -세

속 ’, ‘기  같은-생물학 ’과 같은 형용사 짝으로 응답내용을 제시하고 7  척도로 

정도를 악한다(Murray-Swank et al., 2006). 향후 하나님의 임재척도나 신성화 척도

와 같이 이론과 실증연구들을 통한 검증에 기 한 종교성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자녀

계와의 련성을 탐색하는 시도들은 종교의 향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4편의 연구들  3편이 자녀를 상으로 하 는데, 

부모들을 상으로 부모자녀 계에서 종교의 향을 탐색하는 연구들도 필요하다. 특

히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부모자녀 간 갈등이 높다는 에서 부모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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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녀 갈등을 감소시키기 해 종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부모의 종교성은 

부모자녀 갈등, 의사소통, 만족도 등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종교의 

역할을 심도깊게 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 부모역할과 양육

종교와 부모역할과 양육에 한 연구들은 유아기 자녀 부모들이나 ㆍ ㆍ고등학

교 자녀 부모들의 종교성이 부모역할이나 양육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 다. 종교가 부

모역할이나 양육에 미치는 향은 부모에게 깊이 자리 잡힌 종교성의 정도를 악을 

통해 가능하다는 (Holden, 2001)에서 다차원 척도로 측정한 신앙성숙, 종교  안녕감, 

신행생활, 불교이해도는 부모양육 연구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주형으로 

측정한 종교유형, 신앙경력, 교회직분, 신앙정도와 같은 척도는 부모역할과 양육에서 종

교의 향을 악하는데 합한지에 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그리고 로그램 효과

성 검증 연구들  통제집단을 포함하지 않고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사 ㆍ사후시기의 

평균 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로그램의 효과라고 결론내리거나 표본의 정규성 분포 

검증을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의 분석을 진행한 연구도 있었다. 한 연구자가 문항들

을 자의 으로 만들거나, 분석 차를 엄격히 따르지 않은 연구들이 있었다.

불교를 가진 부모들에 한 연구의 자들은 직  구성한 문항들의 요인분석을 통

해 변수를 측정하 는데, 이는 타당화 작업을 거친 불교 종교성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

으로 단된다. 부분의 종교성 척도는 기독교 문화에 기 하여 개발되었다는 에서

(정승국, 2014; 한내창, 2001) 불교인의 종교성을 측정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 

불교와 같은 동양의 종교들은 기독교와 달리 공  종교활동이 거의 부재하여 기독교

를 기반으로 개발된 종교활동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를 사용할 경우 불교인들의 

종교성을 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한내창, 2001; 한국갤럽, 2015). 최근에 정승국(2014)

에 의해 개발된 불교 종교성 척도는 이러한 제한 을 해결하 는데, 이 척도는 불교원

리에 한 믿음을 의미하는 신, 해는 불교원리에 한 이해를 의미하는 이, 불교원리

에 따른 실천 수행을 의미하는 행, 수행을 통한 궁극  깨달음을 의미하는 증을 포함

한다. 불교 종교성 척도는 향후 불교인들의 가족생활을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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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향후 신성화를 활용한 연구들은 기존의 자녀양육 연구들에서 나타난 이론의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한 정서 ㆍ행동  문제를 보이

는 자녀의 부모들이나 장애자녀를 키우는 부모들과 같이 역경에 처한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해 어떻게 종교를 활용하는지에 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5.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가족이 기를 겪을 때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한 탐색이 이 졌는데, 종교

는 기독교 재혼가정, 이혼을 고려 인 성인남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응에 도움

을 제공하 고, 비록 캐나다 이민 가족의 청소년, 미국 청소년, 한국 청소년의 신앙의 

유무와 가족강인성 간의 련성은 다소 복합 이었지만 종교는 스트 스 상황에서 

정 인 역할을 하 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유무로 종교성을 측정한 연구들은 도출

된 연구결과에 해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에서 연구결과의 해석에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표본추출 과정이나 측정도구에 한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

도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종교는 가족이 기를 겪을 때 정 인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종교  자원이나 처가 정 이지는 않다는 은 

향후 가족연구에서 종교의 다양한 향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에서 

2년 이상 병원에 입원한 55세 이상 환자들의 건강과 종교와의 련성을 탐색한 종단

연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한 의심, 재의 역경을 하나님의 체벌로 인식,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인지하는 것과 같은 종교  처방식은 사망률을 측하 다. 한 

인구학  변수들과 의료 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부정 인 종교  처방식은 사

망률의 험을 22-33%. 높 다(Pargament et al., 2001). 이는 종교가 인간의 삶에 오

히려 고통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Pargament et al., 2005). 

종교는 인간이 곤혹스러운 생애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다(한내창, 2001).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종교에서 강조하는 

믿음이나 소망을 갖거나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신앙공동체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

는 것 등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Pargament, 1997). 종교는 인간이 본

질 으로 가지고 있는 불완 성의 문제를 해결해 다는 에서 기 시 핵심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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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들은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탐색한 

재혼, 이민, 폭력과 같은 가족사건 이외에도 가족원의 사망, 질병, 부모기로의 이, 장

애, 실직, 재해, 독, 심각한 부부갈등, 자녀의 문제행동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역경에

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서 종교와 가족연구에 한 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가족관계 전반

가족 계 반에 한 연구들은 종교와 가족 계만족도와 동 가족화에 의한 가족

지각 간의 련성을 탐색하 다. 변경애와 김순옥(2001)의 연구는 규모의 표본으로 

교회 심 종교활동과 가정 심 종교활동을 포함하여 종교활동을 측정하고 사회ㆍ인구

학  변수들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종교의 향을 구체 으로 악했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

향후 종교가 가족 계에 미치는 정 ㆍ부정  향의 탐색을 통해 종교의 복합

인 역할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종교  가르침은 정 인 가족 계를 

도모하지만, 종교  가르침에 한 개인의 해석과 수용방식은 다양한 가족 계의 양상

이나 특성을 가져온다(Mahoney, 2005). 가정폭력에 한 서구 연구들에 의하면, 폭력

을 행사하는 부모나 배우자는 종교  가르침을 자신의 병리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

단으로 사용하거나(Mahoney and Tarakeshwar, 2005), 복음주의 기독교 여성들은 남

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종교  교리에 한 순종으로 인해 결혼을 유

지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기도 한다(Nason-Clark, 1997). 종교가 어떤 상황에서 정  

혹은 부정 으로 활용되는지에 한 연구를 통해 종교와 사회  맥락과 가족 계의 

복잡한 련성이 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2016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개제된 종교

와 가족에 한 연구논문들의 개 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고 향

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 가족의 내  상호작용과 계  역동

과 련된 가족생활 역에서 종교의 향과 요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의 상세 연구

주제, 표본추출과 표본,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주요 연구결과 등을 고찰함으로 

종교의 향을 이해하고자 하 다. 여러 연구 역들에서 표본추출 방법과 표본의 편향, 

종교성 측정도구와 통계  분석에서의 문제  등이 공통 으로 나타나 종교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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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 동안 다양한 가족생활 

역들의 연구들은 종교는 가족생활을 이해하는데 결코 간과될 수 없고, 가족의 건강

성에 기여하는 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향후 종교와 가족 연구들은 좀 더 다양한 

주제에 한 탐색과 방법론 인 진보를 통해  시 의 연구들이 규명한 가족생활에

서 종교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한 층 더 기여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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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개관

김성은 (성균 학교 겸임교수)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개제된 종교와 가족

에 한 연구들의 개 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

를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총 41편의 연구논문들이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

었고 논문들을 연구 역에 따라 분류하고 역 별 상세 주제, 표본, 종교가 연구된 방

식, 연구결과, 제한 을 악하 다. 분석 결과, 1)종교의 역할은 가족형성 비, 결혼

과 부부 계, 부모자녀 계, 부모역할과 양육, 가족스트 스와 응, 가족 계 반, 가

족기능 역에서 탐색되었다. 2)표본은 확률표집, 편의표집, 목 표집, 덩이표집 등을 

통해 추출되었다. 3)종교는 종교유형, 종교활동 참여 정도, 믿음의 정도, 종교ㆍ신앙 조

직 몰입 동기, 성 등으로 측정되거나, 교리 해석과 수용방식이나 종교ㆍ 성ㆍ신앙

의 역할로 연구되었다. 4)하지만 표본추출의 문제와 표본의 편향, 부 합한 종교성 척

도의 사용, 연구모형의 제한성으로 인해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문헌검토 결과와 서구 논의를 토 로 향후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기 한 연구 과제를 제시하 다.

주제어 : 종교, 영성, 결혼준비, 결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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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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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까지 한국 기독교 부흥과 발 에 있어서 교회학교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녀교육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뿐 아니

라 체계 이고도 지속 인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 실천해 왔고 궁극 으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확장의 명령을 교회학교가 

잘 수행하여왔음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의 교회학교는 이미 

양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정체기를 넘어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

회  상들인 고령화, 출산, 맞벌이, 사교육의 성행, 서열화  스펙 심의 교육제

도 등에 맞서 정체성의 기에 까지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문제

들은 교회학교의 운 에 부정 인 향을 주어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의 수가 

에 띄게 감소하도록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장화선, 2010) 이와 더불

어 부모나 자녀들 한 교회학교의 요성에 한 인식과 참여가 차 작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교회학교를 통해 제 로 가르치는 사명

이 소홀해 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학교를 운 하지 않는 교회들이 생겨나

고 있음은 더욱 더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손원 , 2005; 엄기 , 2005; 이동윤, 2014).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교회학교 교육의 요성을 강조한 천 섭(2011)은 미국 교회 교인

들의 85%이상이 주일학교 출신이며 선교사  사역자의 95% 이상 역시 주일학교 출

신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연구사례를 볼 때 교회학교가 교회의 존립과 성도들 

신앙의 발 에 얼마나 요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학교

가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이루고 마땅히 그 자리매김을 하기 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 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부흥을 

한 해결 을 그 쇠퇴의 원인들에 한 반성  사고로부터 발견하고 다시  말 심, 

그리고 성회복을 통한 질  성장과 내실화에 집 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은 매우 정 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함 주, 20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

래 교회의 추 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어린 아이들을 육성하기 한 심

체이자 귀하고도 놀라운 직분으로서의 교회학교 교사역할에 한 재조명이 요구된다. 

교회학교 교육의 질은 곧 교사의 질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미래 교회의 성장과 변화

를 가늠할 수 있는 요한 잣 로 작용한다. 교사의 모범과 헌신은 아이들에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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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델링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신앙심의 형성에 요한 향을 미친다(양승헌, 2002). 

이 듯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은 매우 요하며 교사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교사의 신앙 

뿐 아니라 기본 인 교사 자질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과정은 비교  쉬운 편이다. 이는 교회학교 교사직에 

스스로 자원하는 경우가 반이상으로 나타난 연구사례(손진환, 2015; 조항철, 2003)를 

근거로 볼 때 교사에 한 수요는 많으나 공 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선별기  하에 교사를 선발하기 보다는 자원하는 경우를 빼고 나머지는 부분 

교사직을 권유받는 상황에서 실제로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박범철, 2008). 

이로 인해 교회학교 교사 스스로 교사직에 한 근본 인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되고 사명감의 부재 속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와 연 하여 직무만족도가 떨어지

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 교수효능감의 인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움을 겪

게 되는 상을 래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사명감을 지니고 헌신하기로 결심한 교

사들조차 교회학교의 직무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 교사직을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이

다(박범철, 2008). 따라서 교회는 교사로 하여  단순히 사명감에 충실한 헌신과 순종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 교사 스스로 교회학교 교사의 직무가 얼마나 

요한 것이며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수행할 수 고귀한 직무인가를 일깨워 주어

야한다. 한 교사직무의 내용 등을 구체 으로 악하고 교사 직무에 해 느끼는 만

족감의 정도를 높이도록 돕는 가운데 가르치는 자로서 지녀야 할 교수행 에의 기  

 신념 등 교사 개개인의 내 변인을 고려한 지원제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사직의 수행에 있어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교사의 내  변인들과 련한 최

근의 선행연구로는 ㆍ유아 교사들을 상으로 한 직무 련 연구(공은화, 2016; 김연화

ㆍ김경은, 2012; 백 숙ㆍ강병재, 2013; 이정 ㆍ안효진, 2012; 정효정, 2003; 조성연, 

2005; Federici and Skaalvik, 2011; McCollum, et al., 2006; Smith and Guarino, 2006; 

Tschannen-Moran and Gareis, 2004)  교수효능감과 련한 연구들(이성희, 2016; 이

정수ㆍ오연주, 2006; 최혜윤, 2016; 허수윤 외, 2016)이 있어왔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교

육의 성공에 있어 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교사를 그 심에 두고 정 인 교수행동

을 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내  변인들을 밝히고자 진행된 연구가 

부분이다. 이 까지 부분의 유아교사 련 연구들이 교사양성  교사교육 로그

램의 개발(나아람, 2011; 이기룡, 2016; 조윤호, 2004), 그리고 교사의 정체성 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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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호, 2007; 박은혜, 2008; 박재화, 2013), 교수학습 방법(권진하, 2011; 박혜경, 2014; 

이수인, 2014; 정 선, 2008)등에 집 하여 왔음에 비춰볼 때 교사 내면을 살피고 이를 

극 으로 지원하는데 을 맞춘 연구들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들로 부터 교회학

교 교사의 섬기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열정과 실제 교수활동의 질에 향을  것으로 

상되는 다양한 내  변인들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집 할 필요가 있

다(공은화, 2016; 김명선, 2012; 김연아ㆍ김경은, 2012; 김 한, 2013; 김요한, 2015; 배

순ㆍ이희수, 2015; 여종일, 2016; 조항철, 2002; Bruck, Allen, and Spector, 2002; Coté 

and Morgan, 2002). 이를 통해 오늘날 존폐의 기에 직면해 있는 교회학교와 그 심

에 놓여있는 교사로 하여  직무에 한 만족도와 교수효능감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구

체 으로 살피고 이들 상호 간의 계  각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구체 으로 

무엇인가에 한 심도 깊은 탐구를 통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교수효능감이란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을 말한다(Bandura, 1997). 

이는 학생의 성취와 련된 교수자의 개인특성  하나로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다는 교수자의 신념을 의미하기도 한다(Ashton and Webb, 1986). 이와 같은 교수효

능감은 교사로서의 개인  성취에 가장 지 한 향을 미치는 일 이고도 지속 인 

내 변인으로 작용한다. 박은실과 동료들(2007)은 교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교수효능

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교사로 하여  동기와 과제수행을 측하고 직

무성취도를 높이도록 하는 가장 핵심 인 변인으로 교수효능감을 강조한 바 있다. 교

수효능감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크게 효능기 와 결과기 로 나  수 있는데 이 

 효능기 는 성공  결과를 래할 행동을 자신이 얼마나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

는가에 한 개인의 기 나 신념을 말한다. 이러한 효능기 는 일반 인 성격을 지녔

다기보다는 어떤 행동에서 특정의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다는 개인 믿음의 강도에 따

라 달라질 수 있고 인내, 사고유형, 정서  반응, 정 인 행동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결과기 는 신체 으로 사회 으로, 는 자기평가에 따라 

정  혹은 부정 인 형태로 나타나며(Bandura, 2006) 하나의 주어진 행동이 특정의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개인의 추측 는 단을 의미한다. 이처럼 교사가 지니는 

교수효능감은 교사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활동을 선택할 것인가와 정해진 목표를 향

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유발하는 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교수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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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사가 감당해야 할 수행과제에 한 끈기  동기부여와 노력, 그리고 성공과 

련이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하 요인으로 의사결정 효능감, 교수자기 효능감, 훈육자

기 효능감, 부모참여 효능감, 풍토조성 효능감등을 들 수 있다(구수진, 2001). 교사가 

지니는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는 좋은 교육을 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를 교회학교 교사가 지니는 교수효능감의 차원에서 용하여 보면 교회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교사는 단순한 신앙심으로부터의 헌신을 넘어 자신이 지도하는 아이

들을 한 질 높은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막연히 교사로서의 섬김의 과정이 아이들에

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자신의 직무가 왜 요하고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한 구체 인 기

와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가 지닌 교수효

능감의 정도를 고찰하고 이를 지원하는 분 기 속에서의 고찰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한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주요 변인으로서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란 한 개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의 과정이나 평가로부터 느끼는 기쁨이나 

정 인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감정 이며 정서 인 반응으로서(Kusma, Groneberg, 

Nienhaus, and Mache, 2012; Shermerhorn, Hunt and Osborn, 2010) 이는 기쁨의 정도

라고도 할 수 있다(선종욱ㆍ오병섭ㆍ황덕수, 2010).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정

인 감성과 태도를 지니게 되며 조직의 운 에 조 이며 구성원과 원만한 계를 

유지하게 된다(장미정, 2011). 이를 교회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용해 보면 교사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신앙심의 발 에 유익하고 믿음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교회에 

바람직하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느끼고 사회 으로도 명 롭다고 느끼는 경우 직무에 

한 만족감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김미숙, 2008). 반 로 교사의 개인 , 는 신앙  

욕구가 교사 직무를 통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직무능률의 하, 욕구불만, 의욕상실 등

의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교회학교 교사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 자신의 개인 , 신앙 인 특성 뿐 만 아니라 교회조직, 는 집단의 특성  변

하는 시 , 그리고 사회  환경과도 한 계를 지닌다. 이는 교사마다 처한 직무

환경이 매우 다양함을 의미하기도 한다(허선 , 2005). 이무근(1993)은 일반 으로 교사

가 느끼는 직무만족 련 요인들로 개인 인 요인과 환경 인 요인을 들어 설명하 다. 

그에 의하면 개인 인 요인의 경우는 연령, 성별, 인종, 지능, 성격, 직무경험, 직업  

흥미, 직  등을 들 수 있으며 환경 인 요인은 보수, 복지시설  제도 근무환경,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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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직업 안정성, 직장 내 인간 계, 회사정책과 차, 리  감독 스타일등이 있다

고 하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아교육 분야의 여러 연구들(김 경, 2008; 오 숙, 

2006; 이원선, 2002; 차선미, 2006)에서도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

들을 살피고 이를 교사 지원시스템에 용하려는 노력들을 보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느끼는 직무만족은 보통 개인과 교회조직 두 차원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개인 인 차원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직무에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

록 하며, 교회조직의 차원에서는 교사 한사람의 직무만족으로부터 기인한 교회학교 조

직의 효율성  조직의 원활한 운 에 미치는 향이 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

가 지닌 직무만족도를 구체 으로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가 느끼는 직무만족도

를 살피기 한 하 요인으로는 동료 계 만족도, 리더쉽 계 만족도, 직무 계 만족

도, 교회학교 환경 만족도, 교회 내 평가  직  만족도를 들 수 있다. 이처럼 교회학

교 교사의 직무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사의 개인  성장 뿐 아니라 교회학교 교

육의 질  향상이라는 직 인 결과들로 나타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해 교회학교의 

기를 극복 하고 교사의 질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실히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회학교 교사가 지니는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과정에서 상호 유기 인 계 속에서 교육의 질을 결정

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련한 선행연구들(김 한ㆍ서 , 2013; 이

성희, 2007; 이정 ㆍ안효진, 2012; 조성연, 2005)을 통해서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가 

교사직의 수행에 있어 요한 내  변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교사의 질과 교육의 질 

향상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된바 있다. 하지만 교회학교 교사와 련한 

선행연구들(김 선, 2012; 김요한, 2015; 이찬일, 2011; 최 민, 2008)는 교사의 성  

섬김의 차원에서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조명한 사례가 부분으로 보다 더 객 인 

차원에서 내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교회학교 교사라

는 특수상황 속에서 단순한 헌신과 섬김의 차원을 넘어 교사가 지니고 있는 일반  

배경들로부터 교사가 느끼는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내 요인으

로서 교수효능감과 교수효능감의 하 변인들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어떠한가

를 철 하게 살피고자함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 로 

교사지원을 한 구체 인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하여 본다. 이와 같은 연구

목 의 수행을 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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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교회학교 교사의 일반  변인(교사 수, 교육이수, 주일 섬김 시간, 교인 

수)에 따른 교수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S시와 K도에 치한 교 를 월한 교회들에서 평신도 교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학교 ㆍ유아ㆍ유치부 교사 566명이다. 기 설문에 응한 615명은 

모두 연구자의 연구목 에 동의하고 설문에 응하 다. 하지만 이들  580명의 설문지

가 수거되었으며 이  미 응답 문항과 이상치를 제거한 최종 566부를 본 연구에 사용

하 다. 이들 연구 상자의 일반 인 배경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general background of the subjects

 세부 분류내용 frequency  %

Sex
Male 87 15.37

Female 479 84.63

Age

aged between 20 and 25 70 12.37

aged between 25 and 30 74 13.07

aged between 35 and 40 214 37.81

aged between 40 and 50 137 24.20

the age of 50 and over 71 12.54

Marriage
single 169 29.86

married 397 70.14

Child

1 18 3.18

2 70 12.37

3 or more 248 43.82

None 230 40.64

Degree level

high school graduate 149 26.33

two-year junior college graduate 229 40.46

university graduate 142 25.09

graduate school graduate 46 8.13

Total 566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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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Tabl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여자’가 479(84.63%)

명으로 ‘남자’ 87(15.37%)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른 분포는 ‘35∼40

세’가 214(37.8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40∼50세’가 137(24.20%)

명으로 두 번째, ‘25∼30세’가 74(13.07%)명으로 세 번째, ‘50세 이상’이 71(12.54%)명으

로 네 번째로 많았다. 그리고 ‘20∼25세’가 70(12.37%)명으로 가장 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기혼’이 397(70.14%)명으로 ‘미혼’ 169(29.86%)명보다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유무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3명 이상’이 248(43.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없음’이 230(40.64%)명, ‘2명’이 70(12.37%)명, ‘1명’이 18(3.18%)

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에 따른 분포는 ‘ 문 졸 이상’이 229 (40.46%)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졸 이상’이 149(26.33%)명, ‘ 학졸 이상’이 142(25.09%)명, ‘ 학원졸 이상’이 

46(8.13%)명 순이었다. 교회 련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Church-related general characteristics

 details frequency  %

denomination

 Presbyterian 403 71.20

Methodism 60 10.60

Holiness Church 52 9.19

Baptists 25 4.42

Full Gospel 26 4.59

 church location

in seoul 318 56.18

kyungki-do 199 35.16

Incheon 48 8.48

Ect.. 1 .18

the number of church members

below 100 21 3.71

100 ∼ 299 34 6.01

300 ∼ 999 96 16.96

1000 ∼ 1999 142 25.09

2000 or more 273 48.23

the number of child church members

below 30 66 11.66

30 ∼ 49 143 25.27

50 ∼ 99 165 29.15

100 ∼ 199 105 18.55

200 or more 87 15.3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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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requency  %

 number of teachers

below 10 57 10.07

10 ∼ 19 166 29.33

20 ∼ 49 171 30.21

50 ∼ 99 110 19.43

100 or more 62 10.95

whether to be equipped with nursery, preschool 

and kindergarten departments or not

Operating 519 91.70

Not operating 47 8.30

합  계 566 100.00

앞의 Table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속교단에 따른 분포는 ‘장로교’가 403(71.20%)

명으로 가장 많았다. ‘감리교’가 60(10.6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성결교’가 

52(9.19%)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으며 ‘순복음’이 26(4.59%)명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그

리고 ‘침례교’가 25(4.42%)명으로 가장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회 치에 따른 분포

를 살펴보면, ‘서울시내’가 318(56.1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기

도’가 199(35.16%)명, ‘인천’이 48(8.48%)명, ‘기타지역’이 1(.18%)명 순이었다. 교인 수에 

따른 분포는 ‘2000명 이상’이 273(48.23%)명으로 가장 많았다. ‘1,000명 이상∼2,000명 이

하’가 142(25.09%)명, ‘300명 이상∼1,000명 이하’가 96(16.96%)명, ‘100명 이상∼300명 

이하’가 34(6.01%)명, ‘100명 미만’이 21(3.71%)명 순이었다. 교회 출석 아동 수에 따라

서는 ‘50명 이상∼100명 미만’이 165(29.15%)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30명 

이상∼50명 미만’이 143(25.27%)명, ‘100명 이상∼200명 이하’가 105(18.55%)명, ‘200명 

이상’이 87(15.37%)명 순으로 많았다. ‘30명 미만’이 66(11.66%)명으로 가장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부 교사 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20명 이상∼50명 미만’이 

171(30.2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명이상∼20명 미만’이 166(29.33%)

명, ‘50명 이상∼100명 이하’가 110(19.43%)명, ‘100명 이상’이 62(10.95%)명 순으로 많았

다. ‘10명 미만’이 57(10.07%)명으로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났다. ㆍ유아ㆍ유치부운  

여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운 함’이 519(91.70%)명으로 ‘운 하지 않음’ 47(8.30%)

명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회학교 교사 련 일반  배경은 다음의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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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background as a church school teacher

 세부 내용 frequency  %

hours for 

serving on

Sundays

a year to less than two hours 259 45.76
more than two hours and 

less than four hours 
247 43.64

4 hours or more 60 10.60
Total 566 100.00

Satisfied with 

serving as a 

church school 

teacher

high 260 45.94
middle 275 48.59
low 18 3.18

not sure 13 2.30

teaching

experience of

the church

school

less than a year 77 13.60
more than a year∼∼ less than two year 77 13.60

more than two years and less than five years 135 23.85
more than five years and less than ten years 111 19.61

10 years or more 166 29.33

Experience of 

teacher 

education

none 181 31.98
completed a cour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ociety
70 12.37

received one or more training workshop(s) provided 

by the denomination or church
171 30.21

teacher certificate holder related to infancy 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25.44

Why decided to 

be a church 

school teacher

voluntarily 284 50.18
persuaded by ministers or acquaintances 204 36.04

wanted to attend church with my own children 38 6.71
forced by others because of a shortage of teachers 40 7.07

Future intention 

to keep serving 

as a teacher

have the intention 391 69.08
no intention 14 2.47
I don't know 40 7.07

 it will depend on future situations 121 21.38
Total 566 100.00

앞의 Table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일 섬김 시간에 따른 분포는 ‘2시간 미만’이 

259(45.7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2시간 이상∼4시간 이

하’가 247(43.64%)명으로 많았고, ‘4시간 이상’이 60(10.60%)명으로 가장 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섬김 만족에 따른 분포는 ‘ ’이 275(48.5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고, 이어서 ‘상’이 260(45.94%)명으로 두 번째, ‘하’가 18(3.18%)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

다. 그리고 ‘모르겠음’이 13(2.30%)명으로 가장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회학교 교사 

경력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10년 이상’이 166(29.3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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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리고 ‘2년 이상∼5년 이하’가 135(23.85%)명, ‘5년 이상∼10년 미만’이 111 

(19.61%)명이었다. 그리고 ‘1년 미만’과 ‘1년 이상∼2년 미만’은 77(13.60%)명으로 나타

났다. 교사교육이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  없음’이 181(31.98%)명으로 가장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단  교회자체 교사연수 참석’이 171(30.21%)명, ‘ 유아 

련 교사자격증 취득’이 144(25.44%)명으로 나타났다. ‘사회에서 유아교육 련 교육 이수

경험 있음’이 70(12.37%)명으로 가장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회학교 교사계기는 ‘스

스로 자원해서’가 284(50.1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변(사역자

들  지인)의 권유로’가 204(36.04%)명, ‘교사가 부족해서 타의에 의해’가 40(7.07%)명, 

‘자녀와 함께 다니고 싶어서’가 38(6.71%)명 순이었다. 교사로서 섬김 계획에 따른 분포

를 살펴보면, ‘있다’가 391(69.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추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정임’이 121(21.38%)명으로 두 번째, ‘모르겠다’가 40(7.07%)명으로 세 번

째로 많았으며 ‘없다’가 14(2.47%)명으로 가장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하여 총 2개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교회학교 ㆍ유아ㆍ유치부 교사를 상으

로 한 설문조사에 사용하 다. 검사도구에 하여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수효능감 검사 도구

교회학교 ㆍ유아ㆍ유치부 교사의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Badura(1997)의 

TES(Teacher Efficacy Scale)을 보완하여 유아교육 기 의 특수상황에서 교사가 느끼

는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수정ㆍ보완된 구수진(2001)의 검사 도구를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도구는 교수효능감에 한 5개의 하 역인 의

사결정 효능감, 교수 자기 효능감, 훈육 자기효능감, 부모참여 효능감, 풍토조성 효능감

이고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질문에 한 응답은 5단계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1

에서 5 을 주도록 구성되어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체 문항의 신뢰도 Chronbach's α 계수는 .938이며 교수 효능감의 하 변인으로는 의사

결정 효능감, 교수자기 효능감, 훈육자기 효능감, 부모참여 효능감, 풍토조성 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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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효능감 검사도구의 문항 수  하 요인별 신뢰도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2) 직무만족도 검사도구

교회학교 ㆍ유아ㆍ유치부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하여 Jorde-Bloom(1988)

이 제작한 유아교사 직무만족 측정도구인 ECJSS(Early Childhood Job Satisfaction 

Survery)를 정향림(2005)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사회  인정’ 요인을 추가하여 수정

ㆍ보완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한 6개의 하 요

인으로 동료 계, 원장 계, 직무자체, 근무환경, 보수승진, 사회  인정 역을 포함하

고 있으며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련 교수 2인과 박

사과정에 재학 인 2인의 타당도 조사를 통해 교회학교 상황에 부 합한 질문으로 

단된 보수 련 4문항을 제거하고 총 50문항을 최종 검사도구로 사용하 다. 질문에 

한 응답은 5단계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1 에서 5 을 주도록 되어있고 수가 높을

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체문항의 신뢰도Chronbach's α는 .924이며 직

무 만족도의 하 변인으로는 동료 계 만족도, 리더쉽 계 만족도, 직무 계 만족도, 

교회학교 환경 만족도, 교회 내 평가  직  만족도이다. 검사도구의 구체 인 문항 

수  역별 신뢰도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number of items and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s used 

Variables  Subvariables
The number 

of items
Cronbach's a 

Teaching 

Efficacy

decision- efficacy two items .720

teaching self-efficacy five items .802

disciplinary self-efficacy three items .807

parent-involvement efficacy four items .791

climate-creating efficacy eight items .897

Total 22 items .938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colleagueship 10 items .774

satisfaction with leadership 10 items .846

job satisfaction 10 items .726

satisfaction with church school environments 10 items .694

satisfaction with internal evaluation and position 10 items .775

Total 50 items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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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Table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수효능감의 하 변인별 신뢰도인 Cronbach's a 

값은 ‘의사결정 효능감’ .720, ‘교수자기 효능감’ .802, ‘훈육자기 효능감’ .807, ‘부모참여 

효능감’ .791, ‘풍토조성 효능감’ .897, 이었으며 ‘교수효능감’ 체에 한 Cronbach's a 

값은 .938로 나타났다. 교수 효능감과 하 요인 모두 신뢰도 기 인 .6을 넘어 매우 신

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무만족도의 하 변인별 신뢰도인 Cronbach's a 값

은 ‘동료 계 만족도’ .774, ‘리더쉽 계 만족도’ .846, ‘직무 계 만족도’ .726, ‘교회학교 

환경 만족도’ .694, ‘교회 내 평가  직  만족도’ .775, ‘직무만족도’ 체에 한 

Cronbach's a 값은 .924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와 하 요인 모두 신뢰도 기 인 .6을 

넘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S시  K도에서 사역 인 교회의 목회자들과의 의를 통해 본 연구의 

목 에 동의한 교회들을 심으로 교회학교에서 ㆍ유아ㆍ유치부 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 596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본 설문조사 이 에 유아

교육 련 교수 1인과 박사과정 재학 인 2인, 그리고 ㆍ유아ㆍ유치부 련 목회자 

8인의 검사도구에 한 타당도 조사를 통해 성을 확인하 고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S시 교회의 ㆍ유아ㆍ유치부교사 8인과 K도에 치한 교회의 ㆍ유아ㆍ유치

부 교사 6인을 상으로 2016년 10월 2일부터 10일 9일까지 비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자는 사 에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교회학교 ㆍ유아ㆍ유치부 담당 목회자와

의 면 을 통해 연구목   방법을 설명하여 긴 한 조를 구하 다. 2016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직  방문  달을 통해 총 61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고 

연구자의 직  방문  우편을 통해 회수하 다. 회수된 총 580부의 설문지  연구의 

목 에 부합하지 못하는 불성실한 응답지 14부를 제거한 후 566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수거율 95%).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 처리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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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자료 분석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교회학교 련 응답 빈도를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사용하 다. 둘째, 측정도구

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 Cronbach’s α를 사용하 다. 셋째, 측정 변인의 평균과 표

편차를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를 사용하 고, 정규분포여부 검증 해 왜도와 첨도

를 확인하 다. 넷째, 측정 변인들 간의 계를 악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다섯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독립변인의 하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다회귀분석

을 실시하 고, 다 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해 VIF를 확인하 다. 

Ⅲ. 연구결과

1. 교회학교 교사의 일반적 변인(교사 수, 경력, 교육 이수, 주일 섬김 시간, 교인 

수)에 따른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

변인들의 일반  경향을 살펴보기 하여 평균과 표 편차, 왜도, 첨도  상 계

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5에 제시하 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N M SD skewness krutosis

correlation

Teaching 

Efficacy

Job 

Satisfaction

Teaching 

Efficacy
566 3.53 .59 .28 .56 1

Job 

Satisfaction
566 3.67 .44 .13 -.90 .34*** 1

앞의 Table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기술  통계에 있어

서 교수효능감은 평균 3.53(.59)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도는 3.67(.44)로 나타났다. 두 

변인 모두 정규 분포를 가정하 으며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는 .34의 정  상 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상 계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17



118  신앙과 학문. 22(3).

앞의 Table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수효능감의 평균은 3.53(.59)으로 나왔으며 

하 변인의 평균은 3.44(.58)∼3.60(.60)으로 조사되었으며 직무 만족도의 평균은 

3.67(.44)로 나왔고 하 변인의 평균은 3.44(.50)∼3.87(.57)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변인

은 정규분포를 가정하며 변인 간 정  상 이 있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교회학교 교사의 일반 인 변인에 따른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변인별

로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7, Table 8, Table 9, Table 10, Table 11과 같다.

Table 7 Differences in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number of 

teachers

dependent 

variables
number of teachers N M SD F P Scheffe

Teaching 

Efficacy

below 10(A) 57 3.49 .54

4.228** .002 B<C

10∼20(B) 166 3.42 .46

20∼50(C) 171 3.64 .50

50∼100 110 3.50 .51

100 or more(E) 62 3.54 .55

Total 566 3.52 .51

Job 

Satisfaction

below 10(A) 57 3.61 .42

6.358*** .000 B,D<C

10∼20(B) 166 3.57 .44

20∼50(C) 171 3.80 .42

50∼100 110 3.62 .42

100 or more(E) 62 3.70 .44

Total 566 3.67 .44

**p<.01, ***p<.001

앞의 Table 7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ㆍ유아ㆍ유치부 교사 수에 따른 분포

를 살펴보면, 교수효능감에 한 조사 결과, ‘20명 이상∼50명 미만’(M=3.64, SD=.50), 

‘100명 이상’(M=3.54, SD=.55), ‘50명 이상∼100명 이하’(M=3.50, SD=.51), ‘10명 미

만’(M=3.49, SD=.54), ‘10명 이상∼20명 미만’(M=3.42, SD=.4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228, p<.01). 구체 인 차이를 확인하

기 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 결과, 교수효능감은 10명 이상∼20명 미만보다 

20명 이상∼50명 미만에서 높았다.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20명 이상∼50명 미

만’(M=3.80, SD=.42), ‘100명 이상’(M=3.70, SD=.44), ‘50명 이상∼100명 이하’(M=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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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42), ‘10명 미만’(M=3.61, SD=.42), ‘10명 이상∼20명 미만’(M=3.57, SD=.4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358, p<.001). 구체

인 차이를 확인하기 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 결과, 직무만족도는 10명 이

상∼20명 미만보다 20명 이상∼50명 미만이 그리고 50명 이상∼100명 이하보다 20명 

이상∼50명 미만이 평균 으로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Table 8 Differences in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eaching 

experience of the church school

dependent 

variables

teaching experience 

of the church
N M SD F P Scheffe

Teaching 

Efficacy

less than a year 77 3.24 .43

16.269*** .000
A<C,D

A,B,C,D<E

more than a year∼less than 

two year
77 3.42 .42

more than two years and 

less than five years
135 3.48 .48

more than five years and 

less than ten years
111 3.51 .51

10 years or more 166 3.74 .51

Total 566 3.52 .51

Job 

Satisfaction

less than a year 77 3.55 .42

3.161* .014 A<E

more than a year∼less than 

two year
77 3.64 .42

more than two years and 

less than five years
135 3.64 .46

more than five years and 

less than ten years
111 3.69 .40

10 years or more 166 3.75 .45

 Total 566 3.67 .44

*p<.05, ***p<.001

앞의 Table 8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학교 교사경력에 따른 분포를 살펴

보면, 교수효능감은 ‘10년 이상’(M=3.74, SD=.51), ‘5년 이상∼10년 미만’(M=3.51, SD=.51), 

‘2년 이상∼5년 이하’(M=3.48, SD=.48), ‘1년 이상∼2년 미만’(M=3.42, SD=.42), ‘1년 미

만’(M=3.24, SD=.4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F=16.269, p<.001). 구체 인 차이를 확인하기 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검증 결



120  신앙과 학문. 22(3).

과, 교수효능감은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5년 이하,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의 모든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정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직무만족도

의 경우에는 ‘10년 이상’(M=3.75, SD=.45), ‘5년 이상∼10년 미만’(M=3.69, SD=.40), ‘1

년 이상∼2년 미만’(M=3.64, SD=.42), ‘2년 이상∼5년 이하’(M=3.64, SD=.46), ‘1년 미

만’(M=3.55, SD=.4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F=3.161, p<.05). 구체 인 차이를 확인하기 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 결과, 

직무만족도는 1년 이상∼2년 미만보다 10년 이상이 높았다.

Table 9 Differences in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experience 

of teacher education

dependent 

variables
 experience of teacher education N M SD F P Scheffe

Teaching 

Efficacy

none 181 3.40 .48

7.132*** .000 A<D

completed a cour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ociety
70 3.58 .55

received one or more training 

workshop(s) provided by the 

denomination or church

171 3.51 .46

teacher certificate holder related 

to infancy 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3.65 .54

 Total 566 3.52 .51

Job 

Satisfaction

none 181 3.62 .45

3.028* .029

completed a cour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ociety
70 3.58 .43

received one or more training 

workshop(s) provided by the 

denomination or church

171 3.70 .42

teacher certificate holder related 

to infancy 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3.73 .44

 Total 566 3.67 .44

*p<.05, ***p<.001

앞의 Table 9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사교육이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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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효능감에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 ㆍ유아 련 교사자격증 취득’(M=3.65, 

SD=.54), ‘사회에서 유아교육 련 교육 이수경험 있음’(M=3.58, SD=.55), ‘교단  교

회자체 교사연수 참석’(M=3.51, SD=.46), ‘  없음’(M=3.40, SD=.4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132, p<.001). 구체 인 차이를 

확인하기 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 결과, 교수효능감은  없음보다 ㆍ유

아 련 교사자격증 취득이 평균 으로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직무만족도에 한 조사 결과, ‘ ㆍ유아 련 교사자격증 취득’(M=3.73, SD=.44), ‘교

단  교회자체 교사연수 참석’(M=3.70, SD=.42), ‘  없음’(M=3.62, SD=.45), ‘사회

에서 ㆍ유아교육 련 교육 이수경험 있음’(M=3.58, SD=.4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028, p<.05).

Table 10 Differences in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hours for 

serving on Sundays

dependent 

variables
hours for serving on Sundays N M SD F P Scheffe

Teaching 

Efficacy

a year to less than two hours 259 3.47 .51

3.842* .022 A<C

more than two hours and 

less than four hours 
247 3.54 .49

4 hours or more 60 3.66 .54

Total 566 3.52 .51

Job 

Satisfaction

a year to less than two hours 259 3.67 .44

1.607 .201

more than two hours and 

less than four hours 
247 3.69 .45

4 hours or more 60 3.58 .40

Total 566 3.67 .44

*p<.05

앞의 Table 10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사로서 주일 섬김 시간에 따른 분포

를 살펴보면, 교수효능감은 ‘4시간 이상’(M=3.66, SD=.54), ‘2시간 이상∼4시간 이하’ 

(M=3.54, SD=.49), ‘2시간 미만’(M=3.47, SD=.5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842, p<.05). 구체 인 차이를 확인하기 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 결과, 교수효능감은 2시간 미만보다 4시간 이상이 평균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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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직무만족도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4시간 

이하’(M=3.69, SD=.45), ‘2시간 미만’(M=3.67, SD=.44), ‘4시간 이상’(M=3.58, SD=.40)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11 Differences in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number of 

church members

dependent 

variables
number of church members N M SD F P Scheffe

Teaching 

Efficacy

below 100 21 3.41 .44

2.006 .092

100 ∼ 299 34 3.49 .54

300 ∼ 999 96 3.41 .49

1000 ∼ 1999 142 3.58 .53

2000 or more 273 3.55 .50

Total 566 3.52 .51

Job 

Satisfaction

below 100 21 3.40 .42

3.478** .008

100 ∼ 299 34 3.52 .46

300 ∼ 999 96 3.65 .40

1000 ∼ 1999 142 3.70 .42

2000 or more 273 3.70 .45

Total 566 3.67 .44

**p<.01

앞의 Table 1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인 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교

수효능감은 ‘1000명 이상∼2000명 이하’(M=3.58, SD=.53), ‘2000명 이상’(M=3.55, 

SD=.50), ‘100명 이상∼300명 이하’(M=3.49, SD=.54), ‘100명 미만’(M=3.41, SD=.44), 

‘300명 이상∼500명 이하’(M=3.41, SD=.4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직무만족도에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000명 이상∼2000명 이하’ 

(M=3.70, SD=.42), ‘2000명 이상’(M=3.70, SD=.45), ‘300명 이상∼500명 이하’(M=3.65, 

SD=.40), ‘100명 이상∼300명 이하’(M=3.52, SD=.46), ‘100명 미만’(M=3.40, SD=.46)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478,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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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결과는 다음

의 Table 12와 같다.

Table 12 The influence of the teaching efficacy of the church school teachers on 

their job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β S.E t R2 F

Job 

Satisfaction

(constant) 2.35 .00 .12 20.090
.186 129.199***

Teaching Efficacy .37 .43 .03 11.367***

*p<.05

앞의 Table 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교수효능

감은 직무 만족도를 18.6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186), 통계 으로 유의미

하 다(F=129.199, p<.001).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표 화된 계수(β)값을 살펴보면 .43로 정(+)  향을 미치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11.367, p<.001).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 하 변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결

과는 다음의 Table 13과 같다.

Table 13 The influence of the teaching efficacy subvariables of the church school 

teachers on their job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β S.E t VIF R2 F

Job 

Satisfaction

(constant) 2.34  .16 20.112  

.230 33.484***

decision-efficacy .08 .13 .03 2.898** 1.483
teaching self-efficacy -.09 -.11 .04 -2.133* 2.095

disciplinary self-efficacy .03 .04 .04 .717 2.435
parent-involvement efficacy .13 .17 .04 2.940** 2.367
climate-creating efficacy .23 .30 .04 5.053*** 2.46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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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Table 13에서 밝힌바와 같이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의 하 요소인 의사

결정 효능감, 교수자기 효능감, 훈육자기 효능감, 부모참여 효능감, 풍토조성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다 공선성

을 검사하기 해 VIF 값을 확인한 결과, 다 공선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직무만

족도에 한 독립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23.0%로 나타났고(R2=.230),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F=33.484, p<.001).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 인 향력을 알아보기 해 표 화된 계

수(β)값을 살펴봤다. 의사결정 효능감은 .13으로 직무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

고(t=2.90, p<.01), 교수자기 효능감은 -.11로 직무만족도에 부(-)  향을 미쳤다

(t=-2.13, p<.05). 그리고 부모참여 효능감은 .17로 직무만족도에 정(+)  향을 미치

며(t=2.94, p<.01), 풍토조성 효능감은 .30으로 직무만족도에 정(+)  향을 미쳤다

(t=5.05, p<.001). 이러한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회학교 교사의 일반  변인(교사 수, 교육이수, 주일 섬김 시간, 교

인 수)에 따른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

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를 

토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학교 교사의 일반  변인(교사 수, 교육 이수, 주일 섬김 시간, 교인 수) 

따른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사 수’ 의 경우 20명 이상∼

50명 미만이 통계 으로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교

수효능감 뿐 아니라 특히 교사가 느끼는 직무만족도에 있어서 교회학교 교사가 느끼

는 동료로서의 교사 수가 유의미하게 작용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로 하여  

동료 교사와의 계 속에서 어느 정도 업을 통한 성취, 그리고 동료애를 느끼는 가

운데 인 향력을 주고받도록 하는 것이 요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큰 규모의 

교사 수를 지닌 교회학교의 환경이 작은 규모의 교사 수를 지닌 교회학교에서보다 교

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권진하(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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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한 교육환경  교회지원 체제가 풍부한 상태에서 동료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업을 통해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섬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힌 

최 민(2008)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사의 직무

수행을 한 인  자원  자질, 교육환경(시설, 장소, 시간 등), 행정체계 등 반 인 

직무환경이 제 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교회교육 기의 가장 큰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는 경우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한 박 웅(200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단순한 교사직의 수행을 넘어 업하고 

서로 동료장학을 하면서 으로 존 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함께 동역자로서 성장하

고 있다는 자부심을 지니도록 돕는 직무환경은 교회학교의 질  성장을 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생각해 볼 때 교회학교 교사직

의 수행을 신앙과 헌신의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 아니라 교회는 더욱 더 능동 으로 

교사가 느끼는 물리  환경  인 환경의 개선을 통한 교사지원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사 경력’ 의 경우,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 모두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사들이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회

학교 교사의 75%이상이 10년 미만의 교사가 부분이며 교사들의 근속연한이 차 

짧아지고 있음을 밝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많은 교사의 헌신도가 높

음을 밝힌 김진아(2006)의 연구와는 다른 차원의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 교사경력이 교수효능감에 무 하며(서정임, 2001) 경력이 높을수록 교수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구수진(2001)의 연구결과  경력이 낮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았

다는 김신덕(2000)의 연구결과와는 일지하지 않은 결과이다. 하지만 교사 경력이 높을

수록 조직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신도가 증가하며 교수효능감이 높았음을 밝힌 

강 숙(2014)의 연구  김정희ㆍ김동춘(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 교사경력

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음을 밝힌 오 숙(201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

이며 경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증가하 다는 연구(김종 , 1986, 최 민, 2008, 재

인용; 양 희, 2008)를 뒷받침한다. 한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  2년 이상 5년 미

만의 교회학교 교사경력을 지닌 교사들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사 다음으로 교

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임교사 시기를 벗어

나 안정기에 어든 경우 직무의 내용  실제를 악하고 나면 교사가 지각하는 교

사직에서의 기 와 신념 한 증가하며 이를 통해 직무에 만족하게 됨을 시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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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오랜 교사경력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교

회학교 조직에 한 불만이나 타성에 젖은 교사직에 한 태도 등 부정  요소들을 

월한 섬김과 자기개발을 통해 오랜 경력을 지닌 교사들이 신앙의 차원에서 자신의 

직무를 사명감에 찬 직무(조항철, 2003)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교사 스스로 

교수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결과(양 희, 2008)로 나타났

음을 보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교육 이수’ 의 경우, ㆍ유아 련 교사자격

증 취득여부와 교단  교회차원의 교사연수 등에서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회학교 교사들 부분이 유아 교사로서의 문  

자질 향상의 필요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로 ㆍ유아 련 교사자격

증이나 이에 견 만한 교회제도 안에서의 교사연수 등이 체계 으로 이루어지고 지원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박은혜(2008)와 손진환(2015)의 연구결과를 지

지하는 것이다. 반면,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실제로 지 않은 교회에서 교

사로서의 문성 향상을 돕는 교사교육  문성 함양을 한 지원 시스템이 제 로 

가동되지 않아 교사교육 이수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례들이 지 않았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러한 문제 들을 개선하기 한 교회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주

일 섬김 시간’의 경우 교수효능감에 있어서 교사들은 주일 섬김 시간으로 2시간미만 

보다 4시간 이상의 섬김 시간이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

사로서 지녀야 할 교육에서의 성공 인 직무수행을 해서는 주어진 교회학교에서의 

섬김 시간을 뛰어넘어 비과정과 이후 ㆍ유아 리를 한 섬김의 시간 등이 추가

으로 필요함을 교사 스스로 인식하는 가운데 실제로 교사가 이를 한 시간과 정성

을 쏟을 때만이 자신을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공 인 교사로 인식하게 됨

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직무만족도의 경우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인식하는 주일 섬김 시간의 양 

그 자체보다 교사가 체감하는 인 , 물리  직무환경이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더 큰 

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인 수’ 의 경우 교수효능감에 있

어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사가 느끼는 교수효능감

은 교회 교인 수에 크게 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반해 직무만족도

는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교사가 체감하는 직무환경과 지원체제가 상 으로 크고 

만족할 만하다고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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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결과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가 지닌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공은화, 2016; 김연아ㆍ김경은, 2012; 김 한, 2013; 배 순ㆍ이희수, 2015; 

안효진, 2012; 여종일, 2016; 조성연, 2005; Klassen and Chiu, 2010)의 결과와 일치한

다. 이는 교사가 지니는 교육에 한 기 와 자기 신념이 높을수록 교사로서의 개인  

성취에 가장 지 한 향을 미치는 일 이고도 지속 인 내 변인으로 작용하여 직

무만족도에 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효능감

이 높을수록 ㆍ유아 교사의 내재  직무만족도가 높았음을 밝힌 연구(김정희ㆍ김동

춘, 2010)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가운데 교사가 한 교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기 감이 높을 경우 직무에 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  것이라 

하겠다. 결론 으로 교수효능감은 교회학교 교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활동을 선

택하고 선택된 목표를 성취하기 한 행동에 미치는 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가운

데 사명감을 기 로 개인의 끈기  동기부여와 노력  성공에 향을 주는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한 교사가 교회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단순한 신앙심으로부터의 헌신

을 넘어 자신의 직무가 왜 요하고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한 구체 인 

기 와 신념을 갖는 것이 매우 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수효능감의 하 요소인 의사결정 효능감, 교수자기 효능감, 훈육자기 효능

감, 부모참여 효능감, 풍토조성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본 결과, 

이들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들 간의 

상  향력을 알아보기 해 살펴 본 표 화된 계수 값에서는 교수자기 효능감을 

제외하고는 의사결정 효능감, 훈육자기 효능감, 부모참여 효능감의 3가지 하 요소 모

두에서 정 인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가 느끼는 교수효

능감에 있어서 ‘의사결정 효능감’의 경우, 교회학교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일

반 인 교육기 의 교사들에 비해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회학교의 주요한 역할자로서 

자신의 치를 인식하고 있음과 이를 사명과 섬김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능동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밝힌 김진아(2007)와 이정희(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 ‘훈육자기 효능감’의 경우, 신앙심의 발휘를 통해 교사는 자기 자신을 사명감의 

차원에서 성결하고 비된 자로 인식하는 가운데 자기통제의 노력을 통해 지속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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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무에 한 기 와 신념을 지니는 동시에 직무에 해 만족감을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가 지각하는 사명감의 정도에 의해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

음을 밝힌 김요한(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 ‘부모참여 효능감’의 경

우 교회학교 교사는 부모와의 계에서 교사-학부모 간 공동의 책임의식을 신앙  차

원에서 공유하는 측면이 강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학부모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

회교육 진단을 통해 교사-학부모 간의 력과 상호작용의 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부모참여 과정  교사역할의 사례를 소개한 임상필(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

에 반해 ‘교수자기 효능감’의 경우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 부 향을 보

다. 이는 교사 자신이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행동(학습자 다루기 

 동기화, 직무를 통한 리더십 발휘, 진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기 와 신념을 

의미하는 교수자기 효능감이야말로 교사 스스로가 지각하는 정체성의 근간으로 작용

하는 가운데 단순히 직무만족의 정도를 월하여 교사직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도록 작

용하 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자기 효능감이 높은 교

사야 말로 자신에게 향을  수 있는 사회  지지, 행정업무, 인 계, 교직 풍토 

등으로 부터 받는 스트 스 등에 덜 향을 받음으로써 주어진 직무환경과 만족도를 

가늠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교사직 그 자체를 즐기는 가운데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는 구수진(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아교사가 자신의 능

력에 해 높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유아를 지도할 때 자신의 직무에 한 만

족도 역시 충족할 수 있다는 김경숙(2013)의 연구 결과  교사의 내 신념과 직무만

족도 간의 계에 한 연구들(이성희ㆍ박 신, 2007; Capara et al., 2006)에서 교사효

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와는 세부사항에 있어서 일부 다른 결

과라는 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교수자기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와에 미친 부 향

의 결과는 교수효능감의 하 요소들  교수자기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직 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교수자기 효능감 그 자체가 교수효능감 체

에 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이며 이는 결국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본 연구

의 제한 과 동시에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상이 국이 아닌 S시와 K도의 두 지역에 편 되어있으므로 연

구결과를 확 하여 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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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표집을 통해 지역  상을 확장시키고 세분화된 연구로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변인들 간의 인과 계를 세부 으로 규명하는 데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를 들어 교사효능감이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있으

며 반 로 직무만족도가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  방법을 통하여 변인들의 변화 방향이나 향정도를 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향요인 에서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으나 이와 반 로 유아교사의 성(이경화ㆍ심은주, 2013), 자기결정성

(조경서ㆍ김은주, 2014)과 같은 다른 변인들도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쳤음을 보고한 

사례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해 직무만족도와의 

계를 악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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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영ㆍ유아ㆍ유치부 교사를 중심으로 -

방은  (총신 학교 산업교육학부 교수)

본 연구는 교회학교 교사의 일반  변인(교사 수, 교육이수, 주일 섬김 시간, 교인 

수)에 따른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 을 이루기 한 기  자료의 

수집을 하여 S시와 K도에 소재한 교회학교의 ㆍ유아ㆍ유치부 교사 615명을 상

으로 일반 인 배경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를 묻는 설문지를 배부하 고 수거된 

580부의 설문지  미 응답 문항과 이상치를 제거한 566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학교 교사의 일반  변인(교

사 수, 교육이수, 주일 섬김 시간, 교인 수) 모두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상 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교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사를 둘러 

싼 직무환경의 고려가 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수효능감은 직무만족

도에 유의미한 향을 나타내었다. 셋째, 교수효능감의 하 요소가 직무만족도에 미치

는 향은 교수자기 효능감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하 요소(의사결정 효능감, 훈육자

기 효능감, 부모참여 효능감, 풍토조성 효능감)에서 모두 유의미한 향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 교회학교 교사, 교수효능감, 직무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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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Focusing on the Case of Taiwha Christian Community Center
1)

양혜원 (Hae-Won Yang)*

Abstract

This is a case study with the objectives of performing an in-depth investigati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the experience of the organization and individuals, and outcome/ 
dilemma regarding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of Taiwha Christian community center. 
In-depth interviews with directors and social workers of Taiwha center, document review,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were performed and qualitatively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velopment process consisted of 3 phases including ‘begin again’, 
‘forming the basis’, and ‘flapping for leap’. Two themes, ‘healing and restoration’ and 
‘stepping forward slowly based on spontaneity and sincerity’ were derived as the experience 
of the organization. Two themes, ‘being clarified the legitimacy of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by internalizing identity’ and ‘struggling together for establishing concept and finding 
means’ were derived as the experience of individuals. Four themes, ‘a rich harvest of work’, 
‘social workers’ growth of faithㆍintegration of faith and life, and professional growth based 
on virtuous circle’, ‘forming a healthy community for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and 
‘progressing a step for constructing the methods for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were 
derived as outcome. Two themes, ‘letting go non-Christian colleagues’ and ‘dilemma as a 
Christian community welfare center that is the long arm of church but not a church’ were 
derived as dilemma. Issues concerning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of Christian community 
welfare center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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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기 이 기독교  신념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회복지활동을 뜻한다(양혜원, 2016: 164).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기   기독

교 기 이 차지하는 비 이 높고(고경환, 2006: 68) 사회복지사들 에도 기독교인이 

많은데, 이들 부분이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일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사회복

지실천의 실제 모습은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실이다. 소명의

식을 가진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개인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나름

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김희수ㆍ양혜원, 2008), 과학성  객 성 확보라는 미명 하에 

다수 기독교사회복지 장의 모습은 일반 사회복지 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교회

복지사역도 일반 사회복지실천에 기도나 찬양 등 종교  형식을 일부 첨가하는 수

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박창우, 2013: 690). 

이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데, 무엇보다 먼  근  사회복지의 뿌리가 기독교

에 있어서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에 여러 공통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기독

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목 , 주체, 상, 방법, 재원 등에 있어서 복되는 면

이 있고(박창우, 2013: 674-675), 일반 사회복지의 방법을 기독교 가치로 검하여 기

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조흥식, 2007: 145). 한 사회복지가 제

도화ㆍ과학화ㆍ 문화되는 과정에서 종교  립이 요구되면서 기독교의 향력이 크

게 약화되고(최무열, 2004: 12), 사회복지실천과 학문의 역에서 기독교  제와 가

치가 의도 으로 배제되었는데, 이러한 상이 비기독교인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박창우, 2014: 645). 기독교사회복지에 한 학문  

연구가 보  수 에 머물면서 기독교사회복지의 구체 인 방법론이나 실천모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이에 향을 미친다(강춘근, 2005: 12; 양혜원, 2007: 

155; 박창우, 2013: 673). 이에 더하여 기독교사회복지의 성립 여부 자체가 논란이 되

기도 한다. 교회라는 장에서 수행되는 교회복지사역이 존재할 뿐, 이나 이념에 근

거를 두는 기독교사회복지는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1)(이 우 역, 

2001: 32). 

1) 련 내용을 이론  배경에서 보다 구체 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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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사회복지 장의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은 신앙과 실천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체성이나 자세 등 원론  차원의 통합은 가능하지만 실제 이

고 구체 인 실천방법에 있어서는 신앙과 실천의 통합에 상당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

는 것이다(김희수ㆍ양혜원, 2008: 134-138; 정 선ㆍ양혜원, 2015: 191-192). 다수 기

독교 복지기 이 앙정부나 지자체의 산을 지원 받으므로 공공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에서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구별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을 찾

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 세계 , 그리고 그러한 세계 에 기 한 기독교  가치에 

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기 이 기독교  신념

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회복지를 뜻한다. 특히 사회복지는 다분히 가치지향 인 문직

으로, 그러한 신념에 의하여 수행되는 실천의 실제  양상은 일반 사회복지와 차별화

될 것이고, 한 차별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기독교사회복지에 한 연구는 꾸 히 지속되고 있다.2) 그

러나 국내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는 양 으로는 증가했으나 질 으로는 답보 상태에 놓

여있다. 국내 연구는 크게 실태조사, 기 이론 연구, 상  문제별 교회복지사역 연

구, 사회복지실천방안 연구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기 이론과 교회복지사역 연구

가  다수를 차지하고,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문헌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 더욱이 사회복지실천방안에 한 연구는 주로 일반 사회복지실천방법  교회나 

기독교 기 에 용 가능한 것을 소개하는 보  수 으로(김희수ㆍ양혜원, 2008: 

119-121),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실제를 실증 으로 탐구하거나(김희수ㆍ양혜원, 2008) 

일선 사회복지 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 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이나 사례를 

다룬 연구(유장춘, 2003; 장선ㆍ김순안, 2012)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을 받

는 다수 기독교 복지기 과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하

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몇 년 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태화기독교사회복지 (이하, 태화복지 )에 주목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과 

2) 국내  국외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동향에 한 상세한 내용은 “기독교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한 탐색  연구”(김희수ㆍ양혜원, 2008), “기독교복지와 사회복지의 비교에 한 연구”(박창우, 2011)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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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심층 으로 살펴보았다. 기독교  신념이 지역사회복지  운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질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악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특정 지역사회복지 이 기존의 형식  수 에서 벗어

나서 본격 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조직 

 사회복지사 개인이 경험한 바를 세 하게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첫째,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가? 둘째, 태

화복지 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조직  개인(사회복지사) 차원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셋째,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  딜 마는 무엇인가? 

등이다. 이를 통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양상을 발견하고, 진정성 있는 기

독교사회복지실천을 시도하고자 하는 기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실천에 용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 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

상기한 바와 같이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  신념에 의하여 기독교 기 이나 기독

교인이 수행하는 사회복지활동을 말한다. 보다 구체 으로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

 세계 과 정신을 가진 사람 는 기 이 기독교의 다양한 생명자원들을 동원하여 

취약계층을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실천하는 

일체의 활동”(유장춘, 2002: 90), “기독교인들이 성경  원리와 정신에 따라 인간의 삶

이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되도록 도모하는 모든 노력”(이재서, 2013: 20), “창조-타

락-구속이라는 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한 

체계 인 노력” 등으로 정의된다(박창우, 2014: 646). 이러한 정의에서 공통 으로 강

조되는 것은 기독교사회복지가 기독교  , 즉 ‘기독교 세계 ’에 근거하여 수행되

는 복지활동이라는 이다. 세계 이란 “한 사람이 사물들에 해 갖고 있는 기본  

신념들의 포 인 틀”(양성만 역, 1992: 13)을 의미한다. 기독교 세계 의 핵심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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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타락, 구속으로, 즉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범죄로 인한 타락, 수 그

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며, 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의 삼  즈”라고 할 수 있다

(신국원, 2005: 45-46).

반면에 이와 같이 특정한 ‘ ’에 의한 사회복지는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

된 바 있다. 교회복지사역이 존재할 수 있을 뿐 기독교사회복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이다. 표 으로 미국 교회복지사역을 표하는 학자인 갈랜드(이 우 역, 2001: 32)

는 사회복지는 의료사회복지, 교회복지사역 등과 같이 실천체계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층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지 개

인의 신앙이나 가치 에 의하여 분류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 다. 이와는 다소 다른 맥

락으로 보이지만, 손용철(2002: 261) 역시 기독교사회복지를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라

고 정의하면서 교회와 련되지 않은 기독교사회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 다. 

그러나 박창우(2009: 156-157)는 과학이 과학  기반 에 서 있지 않은 제들 속

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에서 유독 종교  패러

다임만을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 다. 사회복지에서 마르크스주의자

나 여성주의자들이 그들의 신념을 사회복지에 목시킨 진 사회복지실천모델이나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모델 등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사회복지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단지 마르크스주의나 여성주의가 아니더

라도 사회복지에서는 가치의 문제를 특별히 요시하므로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세계 에 근거한 가치와 신념을 토 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양혜원, 2016: 167-168). 

특히 세계 은 “바꾸거나 고칠 수는 있어도 완 히 벗어버릴 수는 없는 안경”(양승훈, 

1992: 20)과 같고, 한 실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삶의 구체  장에서 지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강춘근, 2004: 67) 고려할 때, 기독교 세계 을 가진 기독교인 는 기독

교 기 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실천은 다른 세계 에 근거한 일반 사회복지실천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사회복지가 기독교 세계 에 따른 

사회복지활동이며, 이는 구분되고 분류될 수 있는 개념임을 명확히 한다. 

2.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 비교 

그 다면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사회복지와 일



146  신앙과 학문. 22(3).

반 사회복지가 모든 면에서 완 히 다른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기독교와 

교회에 그 뿌리를 둔 것으로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몇 가지 공통 을 가

진다. 이 둘은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 실 을 해 힘쓰며,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해 노력한다는 에서 동일하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상

으로 한다는 에서도 차이가 없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서 인  학문의 지식과 기술

을 기독교 세계 으로 조망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실천방법에서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양혜원, 2007: 160-161).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여러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

, 기독교사회복지의 사상  근거가 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정신에 기 하는 

것인데 비해, 일반 사회복지는 보편  인간애와 자유ㆍ평등 정신에 근거한다(양혜원, 

2007: 161). 일반 사회복지는 이념  토 에 이웃 사랑의 신학  근거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김동춘, 2003: 306).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인간 에 차이가 

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죄

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이며, 자율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존재이기도 하다(양혜원, 2016: 171). 그러나 일반 사회복지는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인간을 근본 으로 정 이고 합리 인 존재이며, 인 자율성과 무한한 성장가능

성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양혜원, 2007: 161; 양혜원, 2016: 172). 궁극  목 에 있어

서 기독교사회복지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

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 인데 비해, 일반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삶에 

한 보장과 인간의 행복 추구 자체를 목 으로 한다(김한옥, 2004: 37). 기독교사회복

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이론과 실천방법에 차이가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에서도 일반 사

회복지나 인  학문의 이론이나 실천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반드시 기독교  

에서 비 으로 고찰하여 활용 여부를 결정하고 재해석해서 용해야 한다(양혜

원, 2007: 163). 한 기독교사회복지에서는 기도, 찬양, 배 등 기독교  형식을 활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형식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련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용해야 한다. 민간 역에서 당사

자가 자발 으로 동의한다면 활용할 수 있지만 공공 역에서 당사자의 자발성이 담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은 것이다(박창우, 2013: 686-687). 기독교사회복지는 일반 

사회복지와 달리 교회 는 기독교인의 재정  지원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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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목 , 방법, 상, 내용의 결정에서 재원의 출처가 가지는 향력이 크기 

때문에 기독교 가치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실천을 해서는 교회나 기독교인이 지원하

는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나 기독교인의 후원만으로 기독

교사회복지를 실천하기에는 실  어려움이 있고, 기독교사회복지는 결국 모든 인간

의 안녕과 복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기업, 비 리민간단체 등 외부기 으로부

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박창우, 2013: 687-688). 

3. 기독교사회복지 실천방안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방안에 한 구체  논의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카미엑- 이스(Chamiec-Case, 2007)는 가장 기본 인 기독교사

회복지실천의 지침으로 실천의  과정에서 기독교  신념과 가치를 일종의 ‘여과장치

(filter)’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 다. 한 그는 신앙과 사회복지실천을 통합하는 략을 

세 가지로 구분하 는데(Chamiec-Case and Sherr, 2006: 271), 첫째 과정(process)통합

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신앙에 부합하는지에 해 주기 으로 질문을 던져서 

검하는 것이다. 컨  자신이 하는 일의 목 과 수단이 신앙 으로 정당한지 질문

한다. 둘째, 내용(content)통합으로 , 태도, 업무내용 등에 있어서 기독교  신념과 

가치로부터 지속 인 지침을 얻는 것이다. 를 들어 실천과정의 의사결정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검한다. 셋째, 자각(awareness)통합으로 무의식  차원에서 지속 이고 

강한 수 으로  자각을 강조하는 것이다. 업무와 련하여 주기 으로 기도하는 

것을 표  로 들 수 있다. 

한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구체  방안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흐름은 그동안 사

회복지실천에서 배제되어 온 성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사회복지계에서는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었고(손신ㆍ신효

진, 2010: 201),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심에 교회

와 기독교 기 ,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이 있다(원지 , 2013: 225).  근이 역경의 

극복, 무책임한 행동의 억제, 윤리의식, 이타성, 신체 ㆍ정신  처능력의 향상 등에 

효과 인 것으로 알려지면서(Walsh, 2007, 이혜숙, 2009: 13에서 재인용), 기존의 신체

ㆍ심리ㆍ사회모델에서 신체ㆍ심리ㆍ사회ㆍ  모델로 시야가 확 되었고(조운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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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인 문제가 당사자에 한 인  이해에 필수  역이자 사회복지실천의 

정당한 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 다(원지 , 2013: 218).

이와 련하여 미국의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은 련 교육ㆍ훈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

고 당사자들에게 신앙  지침과 성  개입을 극 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sto et al., 2006: 83). 기독교사회복지사의 31%가 당사자와 함께 기도한 경험이 

있고, 78%는 종교 는  지지체계나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이 있다는 연

구결과가 보고되었다(Furman et al., 2011: 192). 미시  차원 뿐 아니라 기독교사회복

지 공동체, 조직문화, 조직성과 차원에서도 성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동체  

조직문화 차원의 성  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고(조운희, 2010: 

129), 사회복지사의 성이 강할수록 직무성과가 높으며(이혜정, 2002: 60), 신앙과 실

천의 통합은 업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miec-Case and 

Sherr, 2006: 281).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독교사회복지사들에게 신앙과 실천의 통합이나 성  근

은 여 히 어려운 과제이다. 지역사회복지  등 공공의 성격을 갖는 기 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상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을 탐색한 질  연구의 결과(김희수

ㆍ양혜원, 2008: 153-154),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은 정체성, 사명, 자세 등 

원론  차원에서는 신앙과 실천의 통합에 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실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 개인 차원의 기도, 신앙을 주제로 한 상담, 배나 찬양, 

교회자원 연계 등 보 이고 표면 인 수 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속 

기 의 공공성과 련하여, 종교  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 기독교 색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입장,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 등으로 나 어졌는데, 나름의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혼란과 고민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장  학계의 극 인 연구와 논의, 그러한 연구와 논의를 통한 합의, 그리고 공감

의 확산이 시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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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태화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총체 이고 심층 으로 탐구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구체 으로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 조직  개인 차

원의 경험, 성과  딜 마 등을 악하고자 하 으며, 이에 가장 합하다고 단되

는 연구방법인 질  사례연구를 활용하 다. 

질  사례연구는 하나의 상 는 사회  단 에 한 집 이고 체 인 기술과 

분석을 시도하고(고미  외, 2009: 68), 일정한 상에 한 특별한 심에서 시작되어 

그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고심하는 연구방법이다(고미 , 2009: 18). 질

 사례연구는 상의 변수들을 그 맥락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상황에 합하고(Yin, 

1984: 23), 특정 ㆍ서술 ㆍ발견 ㆍ귀납  성격을 갖는다(허미화 역, 1994: 32-35). 질

 사례연구는 실생활에 닻을 내리고서 상에 한 풍부하고 총체 인 보고를 낳으며, 

통찰을 제공하고 독자들의 경험을 확장시켜 주는 의미를 조명해낸다(허미화 역, 1994: 60). 

2. 연구사례 선정 

태화복지 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 도, 여성교육, 사회사업을 설립이념으

로 세워진 우리나라 최 의 사회복지 이다. 1921년 ‘태화여자 ’으로 개 하여 ‘태화

사회 ’을 거쳐 1980년부터 ‘태화기독교사회복지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 으며, 1995

년 종로에서 재 치인 강남구 수서동으로 이 하 다. 실내수 장과 체육  등을 

갖추고 있어서 타 지역사회복지 들에 비해 다양한 사회체육  사회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산하에 태화어린이집, 태화 록교실3), 태화해뜨는샘4), 강남구청소년쉼

터,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5개 부속시설이 있다.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총 

9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복지  소속 직원은 49명(사회복지사 17명)이

다(2017. 4. 1. 기 ).

3) 발달장애아동 보육시설

4)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150  신앙과 학문. 22(3).

태화복지 은 설립 당시부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일해 왔지만, 최근 기독교 기

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기 운   사업수행에 있어서 기독교 과 

방법을 용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섬김과 나눔’5) 사업의 일환

으로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인 ‘도담도담’을 실시하면서 가속화되었는데, 본 연구자

는 ‘섬김과 나눔’ 사업 비단계에서 사회복지사 교육을 담당했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슈퍼비 을 제공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태화복지 의 ‘도담도담’ 사업수행  연구보

고서 작성에 자문교수로 참여하 다.6) 이러한 과정에서 태화복지 이 여타의 기독교 

복지 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우리 실천 장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경우로 지역사회복지 의 기독교사

회복지실천 과정  경험을 탐구하는데 합한 사례로 단되었다. 이에 태화복지  

계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 을 설명하고 동의와 조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

게 되었다. 태화복지 은 복지  뿐 아니라 부속시설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사

회복지실천을 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주된 심은 ‘복지 ’  ‘사회복

지사’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을 탐구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부속시설  사회복지사 이외의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복지 과 복지  소속 사

회복지사들로 사례를 경계 지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질  사례연구에서는 사례를 심층 으로 탐구하는데 하다고 단되는 다양한 

방법을 극 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 , 문서자료 검토, 참여 찰 등이 

5) ‘섬김과 나눔’은 태화복지재단에서 실시한 기획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태화복지 을 포함한 

5개 산하기 에서 재단의 목표  하나인 ‘섬김 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로그

램을 개발, 수행하 다. 

6) 본 연구자가 태화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 일부 참여한 경험은 본 연구 수행의 발 이 

되었지만, 반면에 연구자의 사례에 한 선이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후설(Husserl)은 사례에 

한 연구자의 선이해가 연구에 미치는 향을 차단하기 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면서 이를 ‘ 호치기(bracketing)’라고 표 하 다. 그가 제시한 호치기의 주요 방법으로는 자신의 

가정과 선이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자료수집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문헌고찰을 실

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신경림 외, 2005: 236). 본 연구자는 호치기를 통하여 선이해가 연구과

정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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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심층면 은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1∼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개 지 까지의 신앙

생활에 해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이루어

진 일과 그 과정에서 경험한 바에 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 다. 면  장소는 

비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원칙으로 했는데, 주로 기  내 상담실이나 

회의실 등이었고, 임 장과의 면 만 외부 식당에서 진행되었다. 

문서자료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련된 사업보고서, 연구보고서, 소책자 등 태화

복지 에서 출간한 자료들7)을 활용하 고, 기 의 사  동의를 얻어서 사업계획서, 사

업평가서 등 일부 사업기록 자료를 참고하 다. 기  홈페이지  웹 문서 형식의 기

 소식지에 한 검색도 이루어졌다. 

참여 찰은 매주 진행되는 확 책임자( 장) 기도모임  2017년 2월 1일에 진행된 

모임과 매주 드리는 직원 배  2017년 2월 28일에 드려진 배에 본 연구자가 참석

하여 그 진행과정과 참석자들의 상호작용을 직  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장

에서 주요 내용  질문을 메모하 고, 이후 메모를 참고하여 찰 내용을 반추하면서 

장노트를 작성하 으며, 후속 면   문서자료를 통하여 질문사항을 확인하 다. 

자료분석은 질  사례연구 방법에서 주로 활용되는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 다. 주제

별 분석은 자료를 읽으면서 심 주제를 찾고 이를 근거로 다시 자료를 검토하면서 

련된 소주제를 찾아서 심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제를 심으로 사례를 세 하게 

기술하고, 이에 해 연구자가 해석이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고미  외, 2009: 72).

연구결과를 면  참여자  3인에게 검토 받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하게 반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질  연구에 경험이 풍부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분석의 객 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7) 보고서에는 ‘이웃공동체를 꿈꾸다-좋은 이웃 만들기 도담도담 사업보고서  연구보고서’, ‘태화비

 2021 GREAT HARMONY 수립 보고서’, ‘태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역사  의미와 과제’ 등이 

포함되고, 소책자로는 ‘발자욱’과 ‘발걸음’ 등이 있다. 소책자에 한 상세한 내용은 연구결과에 제시

된 바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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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심층면접)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심층면 은 ‘도담도담’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와의 면 을 시작으로 하여, 참여자 1

인과의 면 을 마친 후 다음 면  참여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면  참여

자는  장과 임 장 등 장 2인, 부장 1인, 사회복지사 5인 등 총 8인이고, 이

들의 태화복지  재직 기간은 짧게는 4년 10개월에서 길게는 21년이며, 소속 부서는 

사회복지사업부, 총무부, 문화교육사업부 등 다양하다. 면 에는 입사 기부터 곧 

기독교 사명감으로 일해 온 경우, 반면에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본격화되었을 당시 신

앙이 없거나 신앙생활을 꾸 히 하지 않던 상태여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 등, 

신앙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포함되

도록 하 다. 

면 을 시작하기 에 면  참여자에게 연구목 과 연구과정을 설명하 고, 면 내

용이 녹음되고 익명으로 인용될 것이며 연구과정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 등 참여자의 권리에 해 고지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 다. 면  

참여자들의 특성을 개별 으로 제시하고 면  내용을 인용할 때 진술자를 기호로 명

시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특정 기 을 심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특성 상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고 단하여, 면  참여자의 개별  특성을 제시하지 않았고 면  내용 

인용 시에도 진술자 기호를 명시하지 않았다.8) 

8) 면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하여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 으나, 이로 인하여 연구결과에 면  참

여자 원의 의견이 반 되었는지, 특정 인용문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면  참여자의 견해인지 등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하여 결과분석에 면  참여자 원의 의견

을 빠짐없이 반 하 고 논문에서 면  참여자 원의 진술을 인용하 다.  장이나 임 장의 

면  내용  기 장의 진술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인용문의 경우에는 본문에 이를 

명시하 다(당사자들의 사  동의 받음). 한 기존에 출간된 문서자료에서 인용한 내용은 해당 문

서자료에 제시된 실명과 직함을 그 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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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

태화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은 ‘다시 시작’, ‘토  만들기’, ‘도약의 날갯짓’ 

등 3단계를 거쳐서 발 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1) 다시 시작: 위기를 극복하고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봄 

(2009년 9월∼2011년)

태화복지 에서 기독교 기 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2009

년 S 장이 부임하면서부터이다. S 장 부임 당시 태화복지 은 여러 면에서 심각

한 기에 처해있었다. 외부로 많이 알려진 바는 사회체육 로그램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어려움, 일명 ‘수 장 사태’ 지만, 그 외에도 직원 신분  여체계가 불공정

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조직 내 갈등도 심각했다. 이러한 기 상황에서 S 장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기독교 정체성의 약화에서 찾았다. 

“2009년 태화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은 태화가 사회복지기 이라는 이유로 

태화의 본질인 복음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기독

교  이 개입되는 것은 이용자에게는 불평등한 것이며 종교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

유가 설득력 있게 태화의 분 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 략) 당시 모든 분들이 태화의 재정

문제를 염려하셨습니다. 드러나는 상은 재정문제 으나 실제로는 태화의 존재이유가 부인되

고 구성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한 믿음이 무 져가는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 습니다.” 

(심정식 장, ‘발자욱’, p. 14)

S 장은 자신의 사명을 태화복지 이 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렛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 “진리하고 

이 되는 것”, “세상의 가치들”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단하 다. 이에 따라 자신이 

먼  기득권을 내려놓았고 간 리자들에게도 유사한 요구를 하 으며, 비정규직 문

제 등 불공정한 요소들을 순차 으로 개선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심한 혼란과 항이 

발생했고 간 리자들  상당수가 기 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남은 직원들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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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고 기 은 차 안정되어 갔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나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체 으로 깔려있

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다들 담담히 자기 자리에서 이 게 좀 맡아서 하시려는 분 기

던 것 같고.” 

S 장은 부임 기 규모 내부공사를 앞두고 간 리자들과 함께 기도모임을 시

작했다. 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생소한 자리 고, 상당 기간 어색한 분 기가 지속되

었으나 모임이 단되지는 않았다. 그 외에도 워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 리자

들의 마음을 모아갔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용어가 직 으로 언 되거나 이를 사업수

행에 직  반 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심각한 기 상황에서 1921

년 태화를 설립한 선교사들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

하기 시작하 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2) 토대 만들기: 조직체계를 구축하면서 ‘도담도담’이라는 깃발을 듦 

(2012년∼2015년)

태화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2012년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 어지는데, 하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합한 조직체계의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도담도담’이라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특화사업의 수행이다. 

조직체계 구축에 있어서 가장 표 인 것은 직원 성훈련과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먼   단계의 간 리자 기도모임이 개인별, 

별, 직 별 기도모임 는 큐티(quiet time)로 확 되었다. 간 리자 기도모임이 지

속될 뿐 아니라 개인 으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권장되었고, 다수의 

에서  회의에 앞서 기도와 나눔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한 2013년부터 성 

동아리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태화복지 에는 직원들이 자발 으로 동아리를 구

성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한 후 기 의 승인을 얻어서 활동하는 직원 동아리가 있는데, 

스포츠나 요리 등 일반  활동을 하는 동아리 외에 기독교 신앙과 련된 활동을 하

는 동아리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 까지 활동한 성 동아리들  표 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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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지신’을 들 수 있는데, 온고지신에서는 태화복지 을 거쳐 간 선배 사회복지사들

을 만나서 그들이 태화 재직  가졌던 사명감에 해 인터뷰하는 활동을 하 다.9) 

그 외 성 동아리로 북한이탈주민을 해 기도하는 동아리, 기 에서 주차나 경비 등

을 담당하는 운 지원  소속 직원들을 섬기는 동아리 등이 있다. ‘로그人’ 역시 요

한 직원 성훈련 로그램  하나이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부의 스터디 모임으로 2014년에서 2015년에 걸쳐 기독교사회복

지실천 련 논문을 읽고 토론하거나 외부강사를 빙하여 강의를 듣는 등 소집단 학

습을 진행하 다. 기  설립 기부터 지속되어 온 직원 배도 직원 참여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발 되었다. 월 1회는 목회자의 설교를 신하여 각 부서가 돌아가면서 배

를 인도하는 것으로 찬양, 워십(worship), 성극 등 다양한 형식의 배가 드려진다. 이

러한 성훈련에 한 다수 직원들의 반응은 정 이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

지만, 자신이 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성을 가지면서 부담감이 어들었고, 감

사하는 마음과 성장에 한 기 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고 되게 내 개인 인 것도 연결이 되

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 기 때문에 그런 두 개가 맞물리면서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 것들

이 매해 진행이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으로 이 게 흡수되고 그 안에서 증거들을 내 스스로 찾

아내가면서는 오히려 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지만 감사하죠. 감사하고 이 과정 안에서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직 차원의 체계 구축에 있어서  다른 요한 측면은 기록양식에 기독교사회복

지실천에 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태화복지 에서는 2015년부터 사업계획서에 ‘기

사명과 련해 본 사업이 가지는 의미’, 사업평가서에 ‘기 사명과 련해 본 사업이 

가지는 의미에 한 평가’라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사업이 

기 의 사명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어떻게 목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방법을 모

색하도록 한 것이다. 평가도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 으며, 특히 평가

서에는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변화 사례’라는 항목도 넣어서 사례에 한 질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기존의 양  평가를 보완함과 동시에 양  평가가 용이하지 않

9) ‘온고지신’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발자욱’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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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성과평가를 반 하고자 한 것이다. 아직도 다수의 직원

들에게 이러한 항목의 기록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 히 추상 으로 기록하거나 사업

을 계획한 후 성경에서 련 구 을 찾는 등 보 인 수 에서 기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틀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가 그걸 생각하느냐 안 생각하느

냐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 하나를 놓아 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 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이해  

의지를 세심하게 악하여 반 한다거나 장 승진 시 신앙고백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사 선발  진 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역량이나 기독교 성을 평가하

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 과는 달리 슈퍼비 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일상 이고 

극 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요

한 체계의 일부라고 하겠다.

다른 한 축인 ‘도담도담’은 태화복지재단 ‘섬김과 나눔’ 사업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태화복지 의 ‘도담도담’은 소득가정의 가족 역량강화와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 으로 한다. 기독교  이 기 가 되는 로그램임을 명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가정으로 참여자를 모집하 으며, 자원 사자나 부모교육 강사 등 투입 인력을 모두 

기독교인으로 구성하 다. 2012년부터 비하고 계획하여 2013년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5년까지 3년 간 진행되었다. 

‘도담도담’은 장을 포함하여 다수 직원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은 명

확하게 인식하 으나 그 개념이나 방법에 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

되었다. 담당자는 입사 당시부터 곧 기독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지만 이 사업

을 수행하면서는 기존과는 다른 각별한 수 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방법

을 모색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한 담당자, 슈퍼바이 , 자원 사자 등 사업수행 인력

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는 모임

을 지속하 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참여 가정의 가족 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

이라는 목 에 부합하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고, 1차년도 말부터는 당사자들의 자발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과 담당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 정기 으로 진행되

는 등 신앙  열매도 거둘 수 있었다. 

‘도담도담’은 원래 기획된 의도와 같이, 단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를 확인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157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정에서의 경험  성과가 담당자로부터 소속 부서

로,  소속 부서에서 체 기 으로 흘러갔다. ‘도담도담’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한 “깃발”이 되어주었다. 

“○○○ 장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슈퍼비 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녹아나가면서 이 게 

부서로 되고  사회복지사업부가 심이 되고  다른 부서에게 흘려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것이 ‘도담도담’ 하나의 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 게 깃발이 되어주는 

거죠. 그 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기에 태화복지 은 직원 성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조직의 체계를 

새롭게 하고 ‘도담도담’이라는 특화사업을 수행하면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한 든든한 토 가 만들어

진 것이다. 

(3) 도약의 날갯짓: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도약을 위한 날개를 폄 (2016년)

태화복지 은 ‘도담도담’ 이후에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지속  발 을 꾀하여 왔

다. 이와 련하여 가장 주목할 은 ‘태화 비  2021’을 수립한 것이다. 2021년은 태

화복지 이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태화 비  2021’의 의미는 특별한 것이라

고 하겠다. 특히 S 장의 후임으로 2014년 부임한  Y 장은 태화복지 의 미션과 

비 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자신의 가장 우선 인 사명으로 인식하 다. 

2015년 6월 태화비 원회 ‘주춧돌’이 구성되어 그해 말까지 미션ㆍ비  수립을 

한 기  작업이 이루어졌고, 2016년에 들어서면서 본격 인 미션ㆍ비  수립이 진행되

었다. 미션ㆍ비  수립의 기본 방향을 “하나님이 기 하는 태화, 지역주민이 기 하는 

태화, 조직원이 기 하는 태화”로 설정하고 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갔다. 

한 40명의 지역주민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12개 (시설)별 인터뷰도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를 미션ㆍ비 의 기 자료로 삼았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션ㆍ비 의 

안을 도출한 후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2016년 12월 22

일 ‘태화 비  2021 GREAT HARMONY’ 선포식을 가졌다. 이 게 수립된 태화복지

의 미션은 ‘태화기독교사회복지 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섬김과 나눔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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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이며, 비 은 ‘ 계를 심으로 함께 세

워가는 지역공동체’, ‘기독교 성을 바탕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섬김공동체’, ‘조화를 우

선하며 함께 걸어가는 태화공동체’이다. 이  ‘섬김공동체’ 실 을 한 핵심목표로 

‘사랑으로 섬기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실천 략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역량 강

화’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연구센터 설립  운 ’을 제시하 다.

이는 체 직원들에게, 특히 ‘주춧돌’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

하는 힘든 과정이었으나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

 들으며,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기 하는 태화의 모습들은 우리가 지속 으로 그동안 역사 으로 거쳐 왔던 과

정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태화가 이 시 에서 바로 서야 될지를 

계속 자문해보자.”

“지역주민이 태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태화가 어떻게 나가길 원하는가에 해서 이분들( 원

들)이 직 으로 들을 수 있어가지고. 사업 담당자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의

미가 있었다.”

“워낙 다양한 직종이고 부서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러면서 태화를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보니

까 뭔가 직원들이 거기 안에 소속감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간 리자들의 기도모임에 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Y 장은 

2016년 , 간 리자 기도모임을 강화하고자 부장과 장으로 구분하여 모임을 진행

하 는데, 이 과정에서 부장 기도모임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2016년 여름, 상치 못한 

난제로 기 이 잠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 부장들은 매일 아침 자

발 으로 모여서 기도로 보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 기독교사

회복지 스터디 모임 ‘로그人’도 한 단계 발 되었다. 2016년에는 논문이나 강의 등을 

통해서 학습하던 수 에서 한 발 나아가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자신의 생각이

나 경험을 로 쓰고 함께 나 는 시간을 가졌다.10) 

태화복지 은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새롭게 수립된 미션ㆍ비 을 통하여 기독교 

정체성을 재차 천명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목표와 그 실천 략을 구체 으로 

10) ‘로그人’에서는 이 게 쓰여진 17편의 을 모아서 ‘발걸음’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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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으로써 도약을 한 날갯짓을 시작하 다. 이 시기에 나타난 성장된 모습은 이

를 반증하는 것이다. 

2. 조직 차원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

태화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을 분석한 결과, 조직 차원 경험의 핵심 주제

로 ‘치유와 회복’ 과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

이 도출되었다. 

(1) 치유와 회복

태화복지 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무엇보다 먼  조직 차원의 치유와 회

복을 경험하 다. 상기한 바와 같이 S 장 부임 당시 태화는 심각한 기 상황에 처

해 있었다. 문제는 크게 재정  어려움, 불공정성, 계갈등 등이었는데, 기 의 기독

교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기독교 가치를 기반으로 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그

간의 상처가 차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아주 갈등이 무 첨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사 의회하면 책상을 다 내려쳐야 되

고 그 게 했었는데 정말 다 직원들이 굉장히 어느 기간까지 고통을 다 감내하겠다는 것을 동

의를 해주고. 정말 아주 물바다가 되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죠.” 

“기도모임이라는 주제로 책임자들이 성장할 수 있게 계속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 략) 

정말 많이 바 었던 것 같아요 책임자분들이요.”

(2)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

조직 차원에서 볼 때,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의  다른 핵심 주제는 

자발성과 진정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긴 호흡의 진이다. 

태화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련된 주요 결정은 부분 자발 으로 이루어

진다. 표 으로 ‘도담도담’ 담당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그러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의 개념과 방법이 모호하고 기존 경험도 무한 상황에서 3년 간 진행될 특화사업을 

맡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사명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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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한 직원이 기도로 비하고 결단하여 자원하 다. 비 원회 구성도 자발성이 

제되어, 각 별로 자원하는 직원 한 명씩을 원으로 선정하 다. 성 동아리 역시 

사회복지사들이 자발 으로 주제를 정하고 구성원을 모아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성은 진정성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성훈련이 일상 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냥 헛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이야기가 오간다. 비 원회 실무를 

책임진 직원은 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 편지를 건네면서 극 인 참여를 당

부했다. 자발성에 이러한 진심 어린 수고가 더해져서인지 원들 역시 많은 시간과 노

력을 할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잃지 않았다. 

“직원들이 거의 부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명, 개인의 사명, 기 의 사명이 무엇인지 좀 더 

맞추기 해 이곳(비 원회)에 참여한다’라는 고백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요.”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으면서 속도가 조  느려지는 것에는 크게 개

의치 않는다. 신앙생활을 꾸 히 해온 직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방향성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일부 기독교에 거부감이 있거나 기독교가 생소한 직원들

도 있었는데, 이들을 하여 기 은 “단계를 한 번에 확 가지 않고 조 씩 조 씩” 나

아갔다. 신앙  고민이 많았던 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는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 다. 

 

“고민해보라고도 하시고 정말 많이 조언해주셨는데 그때 기다려주신 것, 그니까 그게 한테

는 무나 지 도 감사한 거에요. 기다려주시고 실 으로 네가 부딪 야할 부분이 뭐라고 알

려주셨지만 그 부분을 막 채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  더 천천

히 가는 데에, 덜 힘들게 갈 수 있었던 힘이 어요.”

Y 장은 임자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지  자신이 거두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자신이 지  뿌리는 씨앗의 열매는  언젠가 다른 군가가 거두게 될 것으로 기

하면서 서두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단계를 

거쳐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계속 사람도 만지시고 태화에서  만드시고 

그 게 하고 계시는 거긴 한데 는 지  도 제가 아마 열매도 거두지만 뿌리는 단계인 사람

들이나 사업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군가가 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략) 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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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계를 가고 있음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3. 개인(사회복지사) 차원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 

태화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개인  차원의 경험은 ‘정체

성을 내재화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 성이 명료해짐’과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해 함께 분투함’이라는 주제로 분석되었다. 

(1) 정체성을 내재화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위성이 명료해짐

①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정체성을 내재화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사명으로 받아들임

태화복지 은 기독교 정체성이 뚜렷한 기 이다. 이는 선교사들이 복음 도를 궁극

 사명으로 하여 설립한 기 이라는 역사  인식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화를 1921년에 세우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귀한 역사로 인식하고 지  재도 

그게 동일하게 재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태화가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 하는 태화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미션과 비 이 뭐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미션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다’라고 했

을 때 거기 참여하셨던 모든 직원들이 빠짐없이 이야기했었던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

이라는 거에 반 하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태화복지 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본격화하면서 이러한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기독교 정체성이 기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복지사 개개인에게도 내재화되

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각자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간

리자들부터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하면서 각자 자신의 실천을 기독교 에서 돌아

보게 되었다. 모태신앙이지만 신앙과 멀어져 있었던 한 직원은 기독교 정체성이 내재

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을 경험했지만 기 의 방향성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다

시 시작하면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기독교사회복지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와 가지고 그게 어떤 방법이 건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책임자들이, 확 책임자들이 그 틀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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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으로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실천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맞는가에 한 질문들을 

실무자 스스로 계속 하는 모습들이 보 던 것 같아요.”

“이게 잘 내재화가 안 던 거죠. 내재화가 안되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 략) 사업 자체에 

이걸 녹여내야 되니까 ‘그냥 이 게 형식 으로 갈 순 없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

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게 고 이제 선배님들한테 조언 구해가면서 성장하면서 ‘이게 정말 필요

한 일이구나’하고 느껴졌죠.”

②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태화복지 이 차별화되는 지

태화복지 의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 정체성에 바탕을 둔 사명감과 더불어 태화복

지 이 여타의 복지 들과 차별화되는 지 이 바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고 인식한

다. 그럼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 성이 더욱 명료해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실

천의 문성이 “상향평 화”되면서 기 별 특성화가 요구되는 시 에 태화복지 에서

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고유한 “ 랜드”이고, “나아가야 되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인식한다. 

“옛날에 잘나가던 태화가 내세우던 사회복지기술은 이미 많이 상향평 화가 되었고 우리도 

그 어느 기 의 우 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끄러울 일일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

리가  그리로 나아가야 되냐 그것도 사실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방향을 야 되냐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기독교사회복지밖에 없다. 기독교 성을 우리의 일로써 

녹여내는 것 밖에 없다. 이 일을 도구 삼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어쩌면 랜드가 되고 어

쩌면 나아가야 되는 유일한 방향이 아니냐.”

(2)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분투함

① 나름의 개념을 정리함

태화복지 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사업에 한 목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 에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다. 

련 논문이나 ‘섬김과 나눔’ 사업 비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육 등에서 원론  개념은 

할 수 있었지만 사업에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 인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막막함”을 느끼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간

의 고민과 시도, 성훈련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는 어도 각자 자신이 이해하는 기독

교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인지에 해서는 나름의 답을 찾아가고 있다. “ 구나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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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는 “먼 나라의 어느 군가의 것”이 아

닌 자신의 정리된 생각이다. 

“고민하는 자리에서 군가 이것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다’라고 명쾌하게 정의한 것이 없어 

이 실천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이냐 물으면 구

나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기에 이것이 먼 나라의 어느 군가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심혜정 장, ‘발걸음’, p. 30).”

② 개념의 조각들을 모아감

그러나 지 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개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

이 완 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고 부분 인 소통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다. 합의가 쉽

지 않은 것에 해 한 직원은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임 장의 이해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하면은 뭘로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에 해서 생각은 다 각자 다르게 갖고 

있는데 얘기해보면 좀 뭔가 지향 이나 생각이 좀 다른 거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면 조

씩 뭔가 핀트가 안 맞거나 지향,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조  이제 이야기를 해  때 딱 도 

있게 이야기를 나 다거나 집 으로 이 게 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S 장님이 그 세미나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코끼리를 이 게 보면 

코끼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자 만지는 치가 다를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질 

거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질 거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 형상일거라고 상

상하는 것과 같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도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이냐에 한 생각의 “조각들”이 조

씩 모아지고 있다. 그  가장 명료한 것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결국 실천가의 성

에 달린 것이라는 인식이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개개인의 크리스천 사회복지사들

이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말하는 것 같”고,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시작은 “그리스

도의 향기가 해지는 사회복지사”이며,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

하는 건 실무자의 성”이라는데 생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 게 하다보면 궁 한 것도 많고 이런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니까 

서로 물으면 서로가 답을 찾는 군가가 답을 찾아가고 이런 조각들을 모으는 작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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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각 개개인의 크리스천 사회복지사들이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말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일의 심을 성경에 기 하고 있

는가,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아진 부장, 

‘발걸음’, p. 23-24)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해지는 사회복지사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서 어떤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건 실무자의 그 성이겠구나’라는 생

각은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실무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느냐  어떤 으

로 일을 하느냐가 결국은 그 참여자분들로 하여  투 되게 되어있는 것 같고 참여자분들의 반

응에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사회복지 문성보다 기독교 성에 우선순 를 두어야 한다는 것, 즉 기독교 

성이 본질이고 사회복지는 방법론이라는 S 장의 인식에 공감 가 형성되어 있다. 

“사회복지하고 기독교 가치하고 양날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날개가 아닌 거를 제가 장에 

가서…. 법인에서는 그 게 생각을 했는데 장에 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사회복지가 본질이고 사회사업은 방법론이구나’라는 걸로 가고 있었던 거에요.”

“S 장님께서, 인터뷰 내용 에 기억나는 거는 그니까는 ‘사회복지에 한 문성, 기독교 

성의 간지 에 머물지 말고 우선순 는 기독교 성에 한 부분들을 항상 우선순 에 두

어야한다’라는 말 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동의가 되어지고 그 부분이 맞다는 생각

이….”

③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

이와 같이 태화복지 의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공통분모를 모아감과 동시에 각자 맡은 사업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구

될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을 찾고자 분투하고 있다. 이들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은 사회복지사 성,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업무자

세, 당사자 성, 기독교 자원 활용 등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ⅰ) 사회복지사 성 차원 

사회복지사 성 차원의 시도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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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유지하고자 지속 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는 배, 기도와 말  묵상,  

성찰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결국 사회복지사의 성에 달린 것이

라는 인식과 직  연결되는 지 으로 사회복지사가 ‘성령 충만’해야 제 로 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다수의 사회복지사

들이 업무를 한 기도에 힘쓰는데, 이 역시 사회복지사 성 차원의 시도로 볼 수 있다. 

“가장 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를 더 친 하게 가져가고  하나님과 더 교제

하면서 가는 것 그게 성으로도 충만해, 그니까 충만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내 삶에서 계속 

요하게 가져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 하나님과의 친 한 계를 해 묵상을 통한 지속 인  성찰과

정을 가졌으며, 담당 사회복지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명확히 깨닫고자 하 다. 이 가운데 

인간의  노력보다는 인 민감성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며 실천하고자 했다.” (‘도

담도담’ 연구보고서, p. 103)

“ 로그램을 계획하며 참여할 당사자들을 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과정 체에 참여하는 돕

는 자들과 본인을 해 기도하는 마음,  해당 로그램이 하나님의 계획 로 흘러갈 수 있도

록 고백하며 기도한 그 기도문은 제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정말 특별한 일임을 깨닫게 하는 

기회 습니다.” (이아진 부장, ‘발걸음’, p. 25)

ⅱ) 사회복지사  차원

사회복지사의  차원에서는 기독교 세계 으로 검하고 성경에서 답을 구하는 

노력이 나타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 으로부터 기독교 으로의 환

을 시도하는 것이다. 컨 , 최근 사회복지 장에서 각 받고 있는 자연주의에 해 

“굉장히 인본주의 인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계”하면서 “복음 인 부분

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각자의 실천을 기독교 세계 으로 조명하여 “재해

석”한다. 당사자들을 만날 때 기독교 인간 ,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로 지

음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귀하게 

한다. 구체 으로 성경에 제시된 바를 로그램에 직  목하기도 한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 에서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인본주의  의 지식과 기술, 가치를 내

려놓고자 했고 기독교 의 인간 과 세계 으로 재구축(reset)하고자 했다.” (‘도담도담’ 연구

보고서,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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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정작 본인에게는 존

재만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에 복지 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 

사실이 느껴지도록 하고 이야기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용도연 사회복지사, ‘발걸음’, p. 41)

“ 를 들면 캠 라든지 부모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

의 성경 ,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로그램에 목시킬 수 있겠다.”

ⅲ) 사회복지사 업무자세 차원

사회복지사 업무자세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기독교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을 분명히 하고 자신이 받은 소명을 기억

하면서 자신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지속 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한 업무 상 의사

결정을 할 때 세상의 기 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 으로 신 하게 하고자 애쓰고, 실질

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통상  기 에 비해 더 높은 수 에 닿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서는 그 실무자든 계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안에서 내가 왜 이 

일터에서 일하려고 하는지, 무슨 사명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계

속 이야기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분별하고 단할 때에 이 게 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리고 응 할 때 

말 드릴 때에도 우리가 무슨 구청 직원도 아닌데 ‘어머니, 어렵겠습니다’ ( 략) 이 게 하는 

것에 한 부 낌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여러 번 거듭 말 드리고 다

시 설득 드리고 하는 과정이….” 

업무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당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려

고 노력하는 것 역시 이 차원의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자연스러운 기독교인

의 “향기”를 통해서 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별한 수고나 노력 없이 로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신앙에 기 한 훈련된 삶이 원숙한 수 에 이르러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뭐 인 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뭔가 가식

으로 꾸미지 않게 하다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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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도담’에 참여한 당사자들  한 명이) 교회에 해서 거부감도 있고 했지만, 결과 으

로 진행하시는 복지사님이나  이 게 함께 어울리는 멤버들의 좋은 면들, 말하자면 향기? 

어… 그 향기를 맡고 ‘아, 나도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도담도담’ 연구보고서, 당사자 인터뷰, p. 124)

최고책임자 역시 자신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간 리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모범이 

되는 것이 요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Y 장은 

간 리자들이 자신을 따라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길을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

고자 날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결국은 는 ‘책임자들하고 제가 어떻게 나 느냐’, ‘그들이 보기에 정말 이 리더십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제일 먼 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되면 뭐 기독교사회복지실천까지 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에요. 책임자들하고 일하면서 ‘ 장님을 따라가 보자. 

장님과 함께 가보자’라는 마음이 안 될까. 그거가 안되는 거는 제가 본이 안 되면 방 그 생각

이 들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 내가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서기 해서 도 싸우는 

거죠.”

ⅳ) 당사자 성 차원

당사자 성 차원은 사회복지사가 직 으로 당사자의 기독교 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도를 뜻한다. 이에는 기도, 성경말  나눔, 간증, 도,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향력 미치도록 돕기 등이 포함된다. 

기도는 주로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를 개별 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당사

자가 기도하기를 원하거나 사회복지사의 기도하자는 제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경

우 함께 기도한다. 드물지만 집단 로그램에서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 태화복지

이 기독교 기 이라는 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집단 로그램에 참여하는 기독

교인들  기도를 제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반 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비기독교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한다. 다음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회복지사가 갈등을 재하는 과정에서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기도

와 같은 신앙  요소가 가시화되지 않아도 신앙과 사회복지가 제 로 통합되는 “바나

나 이크”11) 같은 실천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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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제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좀 그 안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까에 한 고민들을 

했었던 경험들이 있던 것 같고요. 그게 한테 막 큰 고민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게 사실 

교수님께서 번에 말 해주신 바나나 이크의 형태를 항상 는 그 모임 안에서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모임을 제안해주신 어르신한테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서 ‘그냥 어르신께서 이 모임을 해서 기도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같이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반 하셨던 어머님한테는 ‘지 처럼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재는 계속 했었던 경험은 있고요.” 

한편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인 ‘도담도담’에서는 이와는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다. 

당사자 표들과 담당자가 진행해 온 기도모임을 일반 당사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 하려고 하자 이에 반 하는 당사자가 있어서 갈등이 래되었는데, 이때 담당 사

회복지사는 반 하는 당사자를 설득해서 기도모임이 확 될 수 있도록 했다. ‘도담도

담’이 기독교 에 기반을 둔다는 것에 당사자들이 동의한 바 있고,  치유를 

해서 기도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되었으며, 반 하는 당사자가 기도모임을 제

안한 당사자의 의도를 오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다. 

“기도모임을 체로 확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심에도 ‘그걸 꼭 이제 기도모임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기도모임을 확

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셨던 분이 모임 내에서 아버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교세를 확장하기 해서 도담도담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

는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 게 반 를 하셨던 것 같아요. ( 략) 부모집단상

담도 하고 다양한 캠 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도 먼  인 부분들이 계속 다 지면서 그 

안에서 좀 서로 이제 인 이야기들 주고받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치유가, 인 치유가 일

어나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먼  인 분 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분 기가 되려면  기도모임 자체가 꾸 히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단이 들어

서 거기에서는 좀 이 게 나갔던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 여기서 바나나 이크는 신앙과 삶의 진정성 있는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섬김과 나눔’ 사업 비

교육(2012. 7. 25.)에서 본 연구자가 언 한 내용으로,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세 가지 방식을 생크림 

이크, 건포도 이크, 바나나 이크에 비유한 것이다. 생크림 이크는 이크 표면에 생크림을 

바른 것처럼 신앙과 삶이 이원화된 채 가시 인 신앙 활동만 이루어진 경우, 건포도 이크는 이

크 여기 기 건포도가 박 있는 것처럼 신앙과 삶의 통합이 매우 단편 인 수 에서 부분 으로 

이루어진 경우, 바나나 이크는 바나나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크에 바나나가 완

히 섞여진 것처럼 신앙과 삶이 의미 있게 통합된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자는 신국원 교수(총신 , 

신학과)의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유형화와 해당 비유를 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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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말  나눔 역시 주로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를 개인 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이루

어지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법이다. ‘도담도담’ 담당자는 당사자  한 명이 우울, 

가족문제, 진로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매주 개별 으로 만나서 함께 성경을 

읽고 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 리 담당 사회복지사  한 명은 연 에 

개별 사례 리 목표를 수립하면서 당사자와 의하여 한 해 동안 목표로 삼을 성경말

을 정하고 그 말 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행사항을 모니터할 계획이다. 

간증은 주로 일반 인 사회복지실천기술의 하나인 자기 노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사회복지사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 인 경험을 빗 어서” 나 는 것이다. 컨

, 자신에게 기독교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앙이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해 이야기한다. 

도는 말 그 로 사회복지사가 당사자에게 복음을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도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법이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궁극 인 목

이지만 직 인 도가 지역사회복지 의 역할로 한가에 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사례의 사회복지사는 그러한 논란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지만 당사자의 

회복을 해서는 물질 ㆍ정서  필요 뿐 아니라  필요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

다고 단하여 복음을 했다. 그는 종교  자기결정권을 존 하고자 당사자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폈고, 특히 일반  지원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으로 근하여 지원

이 결코 “미끼”가 되지 않도록 유의했다. 그는 이 과정을 이상 인 기독교사회복지실

천으로 인식했다. 

“사실 이분한테는 그런 부분보다도 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엄

격한 사람들은 종교행 를 강요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한 이 

있어요. ( 략) 정말 이 가정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무나 강하게 들어서 꼭 안 하

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서 교회로까지 연결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그냥 물질 인 지원이나 심리 인 지

원을 넘어서 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해줘야지 당사자의 삶이 근본 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본 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회사업을 이 게 좀 

해야겠다’라는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 략) 본인이 거부감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게 이제 지원 이면 그게 이 게 미끼가 돼서 이 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지원

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마지막에 최종 으로 제가 그 부분을 말 을 드린 상황이라…. 그 이

후로도 계속 교회를 나가셨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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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향력 미치도록 돕기란, 사회복지사가 모든 당사자

들의 성에 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실한 기독교인 당사자가  구심 이 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를 통해서 여러 당사자들에게  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도담도담’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한 사회복지사들은 그 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하고 있다.

“ 성을 갖춘 실무자  실무자와 심을 함께 하는 일부 참여가족들로 인해 ‘도담도담’이 하

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로 나아갈 수 있었음. 이들은 로그램을 통해 직ㆍ간 으로 다른 참

여가족들에게 정 인 향을 주었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는 가족들을  다른 성을 갖춘 

자들로 세워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음.” (‘도담도담’ 사업보고서, p. 77)

 

“그 목사님 가정과의 그 들, 어 든 힘 실어주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세

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지역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담

도담’처럼 12가정에 한정된 게 아니고 그 아 트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을 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게 힘 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세우는 일들이 에게는 개인 으로 되게 많

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생각들은 좀 더 하게 돼요.”

ⅴ) 기독교 자원 활용 차원

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가 등 다양한 기독교 자원을 활용한다. 지역사회 교회들과 

극 으로 력하는데, 찬양집회를 통해서 모 을 하거나 성도들이 노방 도를 할 때 

복지  홍보물을 같이 배포하도록 하고 교회 도서 에서 지역주민 모임을 갖는 등 그 

방법이 다양하고 창의 이다. 목회자들에게는 주로 자문을 구한다. 신규 사업을 계획

하면서 지역 목회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에 반 하고, 당사자인 목사님께 해당 사

업에 한 자문을 받기도 한다. 기독교 문가를 빙하여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하는 

등 기독교 문가도 극 활용한다. 그 밖에도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게 유사한 경험

을 가진 목사님을 ‘이웃’으로 주선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 자원에 한 

발굴과 활용이 이루어진다. 

④ 함께함

태화복지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자 

‘함께’ 분투해왔다. ‘도담도담’을 담당한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나 고 같이 기도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모습은 이들의 ‘함께함’을 세 하게 보여 다. ‘함께’ 소명을 품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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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궁리하고 ‘함께’ 걷고 ‘함께’ 답을 찾는 과정이 의미 있음을 깨닫는다.

“사업을 하기 에 넷이서 이 게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그 시간이 무 값지더라고요. 우리

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 가정 에 한 가정이 이런 상황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시

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 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서 우리 네 명 실무자들 간에 나눔을 통한 조  더 이 안에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안에

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에 한 부분들을 더 고백하고 나 고 서로 기도 주고

받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조  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머리를 맞 고 궁리하니 답을 얻을 수 없어도 힘이 났습니다.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

을 함께 품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란 무엇인가?’라는 답을 찾는 발걸음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장  장, ‘발걸음’, p. 88-89)

4.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 및 딜레마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는 ‘사업의 풍성한 열매’, ‘사회복지사의 신앙 

성장ㆍ신앙과 삶의 통합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문가로서의 성장’,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한 일보 진’ 

등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과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

회는 아닌 기독교사회복지 으로서의 고충’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련된 딜 마로 

분석되었다. 

(1) 성과

① 사업의 풍성한 열매

태화복지 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풍성한 사업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비

기독교인 당사자가 기독교에 심을 갖게 되거나 본격 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드물지 않고,  기독교인들 에도 신앙 으로 크게 성장한 경우가 있다. 이

러한 신앙  변화는 당사자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소명의식이 분명해진 후 공

무원 시험에 도 하여 성공한 당사자나 자녀양육에 정  변화를 보인 당사자 등 다

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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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서 어머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한 이유

들을 그 안에서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 10번 정도 만났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머님께서 원래 이제 공무원을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자신이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한 이유를 찾으신 거죠. ( 략) 그 이유를 찾고 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걸 해서 정진하

는 모습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지 은 공무원이 되셨고요.”

“(연계해드린) 목사님이랑 그동안 만나면서 ‘아 이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 요. 하시면서 그 게 생각을 하니까 자녀를 보는 게 

이 좀 달라지셨다는 거죠. 좀 더 인격 으로 하게 되고 과거에는 막 때렸다고 한다고 한다

면 그런 부분들이 히 어들게 되고 ○○이에게 좀 물어보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업에 한 당사자들의 평가도 정 이다.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인 ‘도담도담’

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도담도담’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로그램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일반 로그램의 당사자들 역시 사회복지사들이 기쁘게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나 당사자들을 남달리 존 하는 자세 등을 충분히 체감하면서 정 인 피드백

을 보냈다. 

“그냥 평범한 일상 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 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진솔하게 열려

지지 않았을까? 마음이. 뭐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우리는 ‘정말 이 

로그램 정말 특별하다. 어디에도 이런 건 없을 거다.’ 아 이 게, 그런 생각했어요.” (‘도담도담’ 

연구보고서, 당사자 인터뷰, p. 141) 

“그러면서 당사자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이 이 과는 다른 내용들로 주시니까 ‘아, 이것들이 하

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얘기해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주시는 메시지가 좀 달랐던 것 에 뭐 냐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를 만날 때 하는 자세나 태도들이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정말, 그러한 이야기를 

최근에 좀 많이 해주셨었어요.”

“하지만 10월 첫 주에 진행된 옹기종기 FGI에서 한 어머님께서 ‘옹기종기에 오면 일단 즐거

워요. 내가 존 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가정에서 존 을 받겠어요? 사회에서 존 을 

받겠어요? 별 것 하지 않아도, 이야기만 해도 좋아요’라고 말 해주셨습니다.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것과 결과 으로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담당자만 힘든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체감하고 계셨습니다. 담당자가 당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

라보고 있는 그 로 존 한다는 것을요.” (김혜림 리, ‘발걸음’,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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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복지사의 신앙 성장ㆍ신앙과 삶의 통합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문가로서의 성장

신앙  성장은 기의 신앙 수 과 무 하게 거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서 나타난 

성과이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실제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  확

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신앙과 삶, 신앙

과 사회복지라는 자신의 일을 통합시키게 되었다. 

“그거는 제 개인 인 그런 신앙의 성장이었어요. ( 략) 제가 복음, 십자가 복음, 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하나님이었는데 그게 실제

가 되는 하나님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죄들을 더 드러내셔서 보게 하시고 그것

들을 고백하면서….”

“제가 이제 입사 기에 사실 신앙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왜 하는지도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 략) 는 조  아 이런 일을 하는 이유, 그 어떤 가치 그니까 가치 으

로 내가 다른 것보다 이 직업이나 이 일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들을 좀 찾아나가는 과정이어가

지고…. ( 략)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해 힘쓴 시간의 의미를) 삶과 일과 신앙을 좀 통합하

는 과정이었다고 정의할 것 같아요.”

더불어 문가로서의 성장도 이루어졌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얻게 되는 

감동과 기쁨이라는 보상, 자신이 하는 일에 한 정  가치부여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이루

어진 것이다. 

“일에서의  감동이나 그런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도 고되긴 하지만 ‘아 이게 

정말 사회사업이고 이 게 일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

기를 하니까. 그게 자연 으로 일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지역에 

향력을 미치는 것들에 한 고민인 것 같아요. ( 략) 제가 여기서 뭐 더 배울 게 없다고 느껴

지면 떠나야겠죠. 지 도 계속 신앙 인 부분, 업무 인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③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가 형성된 것 역시 요한 성과  하나이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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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복지 의 사회복지사들은 업무에 해 함께 나 고 검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개

인의 신앙을 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를 이루었다. 

기도모임이나 큐티 등을 통해서 사 인 이야기가 많이 오가다보니 문제가 생길 법도 

하지만 서로 경계를 잘 지키면서 성숙하게 상호작용하여 탈 없이 지내고 있다. 

“제가 그런 시간에 많이 나 죠. 어려운 결정들을 했을 때에. 도 역시 어려운 결정을 했을 

때에 그런 마음의 어려움, 이게 정말 크리스찬 기 으로서 이 게 단하는 데에 내가 정말 

한 역할을 했는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 뭐 부 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었던 것에 해서 

얘기하고 ‘기도해주세요’ 요청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기도해달라고 왜냐면  혼자 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무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제가 온 히 집 을 배에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기도해달

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주로 랑 슈퍼비  오래한 장님들은 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

신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선을 잘 지켜서 오 하는 정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서로를 뭐라고 하지 않는 것

도 있었고 개인 인 선을 잘 지키는 것도 있었고.”

④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한 일보 진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한 걸음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기독

교사회복지실천에 해 각자 생각하는 단계를 지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 고 ‘우리’의 

개념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도담도담’을 수행한 경험이 다른 사업에 향을 미

치고 있으며 조직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사업에 용해 보았고, 이제는 매뉴얼 작성을 

기 할 정도로 “깔때기”가 좁 졌다. 

“‘내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부서 내에서 계속 공유함으로써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 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사

회사업부가 생각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것들을  정리해나가는 그 

과정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역에 희미하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과인 것 같고 이 게 시도해본 사업들이 결국은 다른 사업들에도 계속

해서 향이 미쳐지는 것, 그리고 ‘도담도담’ 사업을 실행하면서 이제 조직 차원에서도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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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  더 뚜렷해지는 부분, 조직 차원에서의 성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단계를 밟아가는 이라고 생각이 돼요. 맨 처음에 기독교사회복지가 뭔지 각자의 생각이나 

이런 추상 이지만 이런 방향, 지향, 방향이나 최종 목  정도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한번 기

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조  용을 시도하는 단계 다면 이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  

더 구체화해서 매뉴얼, 소  차기에는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들.  

이제 이 게 깔때기를 이 게 좁 나가는….”

(2) 딜레마

①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본격화된 이후 태화복지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장 큰 안타까

움이자 한계로 남은 문제는 일부 믿음이 없는 동료들이 기 을 떠난 것이다. 신앙을 

받아들이기 한 본인의 노력은 물론 선후배와 동료들의 기도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 을 떠나간 직원들이 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해서 강조하는 거에 해서 굉장히 어려

워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제가 바로 에 후임이니까 뭔가 이 게 잘 얘기를 해주고 힘든 어

떤 상황들이 있을 때 신앙 인 부분들로써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

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성경을 한번 나한테 사달라’라고 해서 성경을 한번 사  이 있거든요. 네 

나름 노력했어요. ( 략) 도 그 부분에 해서는 그 친구가 이제 퇴사하고 나서 한테는 개

인 으로 굉장히 고민이었죠. 우리 조직 내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해서 

어려워하는 사회복지사에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해서는 한테는 

이슈 던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태화복지  사회복지사들의 안은 아니다. 기존 사회복지사

들  비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받아들 거나 혹은 퇴사하여 재 복지  소속 사회복

지사들은 모두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 과 달리 최근 태화복지 에서는 사

회복지사 채용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해 비된 정도를 요한 기 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하여 기  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련된 고민도 있다. “잘 

믿는 사람 뽑아서 달려 나갈 수 있게 하자”라는 입장과 “ 가 되었든지 간에 태화에 

와서 일하다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공존하는 것이다. 후자

는 지나치게 이상 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장기  에서는 조직 내에 다양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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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있어야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고민 속에서 한 

사회복지사는 의도 으로 비기독교인 실습생을 선발하여 “이상”의 실  가능성을 탐색

해보기도 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하는 조직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참 고민이 되는데, 조직이기 때문

에 하나의 미션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으로 뽑아야 되는가, 아니면 기독교사회복

지실천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들어와도 거기에 잘 순응하고 응해서 함께 미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한 구조여야 되는가에 한 고민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는 후자 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불신자가 들어와도 그 안에서 ‘정말 여

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고, 그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함께 

미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무 이상 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게 가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 희  동료 선생님이 얼마 에 그만 두시긴 했는데 그 선생님은 비기독교인이었어요. 

( 략) 기독교인으로서는 무나 당연한 이야기들, 뭐 를 들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되

게 념 인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게 실천 인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되게 확

실히 이야기해주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때로는 되게 게 들리기는 했지만 그게 

되게 자극이 되긴 했었어요. 그니까 믿는 사람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

은 그런 역할을 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부분이 조  아쉬우면 아쉬운 부분일 것 같고.”

“일부러 이제 비기독교인인 실습생을 뽑았었어요. 그래서 실습지도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향이 되게 많이 끼쳐지더라고요. ( 략) 를 들어 배나 그런 큐티나 이런 것들에 자연스럽

게 흡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나 에 이 실습 말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알고 

싶다. 하나님이 구인지 알고 싶어요’ 이 게 말하는 게 에게는 되게 무 감동이었는데….” 

②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회가 아닌 ‘기독교사회복지 ’으로서의 고충

태화복지 의 6  장인 빌링스가 처음 사용한 ‘교회의 긴 팔’이라는 용어는 태화

복지 의 기독교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는 표 으로 지 도 태화복지 에서 자주 쓰이

는 말이다. 그런데 다음 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용어가 제시된 배경이 단순하

지만은 않고, 당시와 유사한 딜 마가 지 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교회와 기독교사회

복지 의 역할 경계, 그리고 서로의 문성에 한 이해  존 에 한 문제이다. 일

선 사회복지사들도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맥락의 문제에 

부딪히고 련된 고민을 하고 있다. ‘도담도담’에 참여한 목사님이 ‘목회’와는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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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사회복지실천’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이야기에 

이러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6  장님이신 페기 빌링스 장님께서 태화를 ‘교회의 긴 팔’이라고 표 해주셨는데 그 당

시에 이제 ‘교회의 긴 팔’이라고 표 해 주신 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닿지 않는 역까지 정말 

서비스를 잘 해주고 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 해주셨지만 그 이

면에 ‘왜 교회를 짓지 복지 을 짓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보기에도 목사

님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표 할까를 고민하시다가 ‘교회의 긴 

팔’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지  부분의 기독교 기 들이 가지고 있는 딜 마일 텐데 ‘기독교 정신으로 일한다’

라고 하지 ‘기독교실천을 한다’고 하는 것에 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에요. ( 략) 한

국의 교회나 교단이나 사회복지나 다 비슷한 딜 마이기는 해요.”

“이 모임 자체가 계속 어떤 구역모임처럼 그 게 가기를 원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설득해나가는 과정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목회자 분이 들어올 경우에는 

로그램에 한 오리엔테이션이 충분히 되어있으시든지….”

다면  문성을 요구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특성으로 인한 고충도 지 않다. 

탁월한 수 의 사회복지실천 문성을 갖춰야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의 역할과는 분

명히 차별화되면서, 동시에 기독교 세계 에 철 하게 두 발을 딛고 서야하기 때문이

다. 한 사회복지사는 기독교 의 부모교육을 계획하면서 교회에서 제공되는 로그

램과의 차별성을 고민하 고,  다른 사회복지사는 성경에 한 지식이나 신학  지

식이 부족한 것에 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거는(기독교 의 부모교육) 복지 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도  하고요. ‘지역교회에서도 다 하는 수행하는 기능인데 복지 이랑 교회랑 다른 게 뭐가 있

어?’라는 그거죠.” 

“제 스스로 성경 인 어떤 공부, 연구들을 했으면 더 많이 알았으면 그런 것들을 로그램으

로써 잘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개인 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 략) 신학

학원을 가야되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지식에 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보

니까, 여기서 지식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  지식들, 신학  지식들이 부족하다보니까….”

한 태화복지  역시, 다수 기독교사회복지 이 가지고 있는 딜 마, 즉 기독교 



178  신앙과 학문. 22(3).

기 이자 정부 지원을 받는 지역사회복지 이라는 원론  고충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

독교사회복지 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복지 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수행하기 해서는 여러모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성령님께서 당사

자의 혼을 움직여주실 것으로 믿고 기독교 색채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려 한다

는 한 사회복지사의 입장은 이러한 고충과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목회

자가 기독교 기 이자 지역사회복지 인 태화복지 에 기 하는 역할에 하여 이야

기한 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는 기독교 기 이기 때문에 같이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 을 하거나 뭐 함께 그것

들을 나 거나 하는 것들은 의도 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 략) 그거는 성령님께서 움직

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는  안에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결과에 한 부분들은 그

냥 의 어떤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것들은 의도 으로 의도

은 아니지만 표면 으로 이 게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 략) 우리가 이제 지역사

회복지 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 많은 지역주민들을 함께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기 이라는 색깔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든 다양한 지역주민들을 만나는데 있어서 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잘 녹아내려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뭐 어 든 도 고민인 것 같아요. ( 략) 그냥 지혜롭게 하는 게 가장 요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은 향후에는  가져가야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화가 이 동네에 큰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이면 좋겠음. 교회는 종교라는 

제약이 있고, 주민센터는 공서 느낌이 강한데, 태화는 기독교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사

회복지 이기 때문에 좀 더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임.” (태화 비  2021 

GREAT HARMONY 수립 보고서, 지역 목회자 인터뷰, p. 76) 

보다 실  차원에서는 후속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을 한 재원 확보에 한 

고민도 있다. 일반 복지재단으로부터의 지원을 기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더 나아

가서는 정부 산에 의존하지 않는 ‘자비량’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훗날의 꿈을 

꾸기도 한다. 

“이 ‘도담도담’이라는 사업은 말 하신 로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었고 그만한 산이  지원

었던 사업이었죠. 근데 이제 다른 뭐 ○○(일반 복지재단)라든지에 있어서는 이런 기독교 인 

색채를 이 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 다하면 이런 산을 지원받지 않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더 실 할 수 있는 방법들에 

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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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더 잘할 수 있는 보조  베이스로 일하지 않는 방법에 해서 사실

은 무 꿈을 이제 꾸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 상황, 안

한 상황이 아니고 다른 상황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 게 하겠습니다’라고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 조직  개인 차원의 경험, 그리

고 성과  딜 마를 심층 으로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하여 태화복

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질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심층면 , 문서자료, 참여

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태화

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은 ‘다시 시작’, ‘토  만들기’, ‘도약의 날갯짓’ 등 3

단계를 거쳐서 발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차원의 경험으로는 ‘치유와 회복’ 과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이, 개인 차원의 경험

으로는 ‘정체성을 내재화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 성이 명료해짐’과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해 함께 분투함’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성과는 ‘사업의 풍성한 

열매’, ‘사회복지사의 신앙 성장ㆍ신앙과 삶의 통합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문가로서의 성장’,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한 일보 진’ 등으로 나타났다.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과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회는 아닌 기독교사회복지 으로서의 고충’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련된 딜 마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 한 논의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우선 으로 주목할 바는 지도자의 

역할  자질이라고 하겠다. 심각한 기 상황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조직의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내고, 본격 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용하고 발 시키

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게 된 데에는 기 장들의 지도력이 큰 몫을 한 것이다. 이들

은 탁월한 기독교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신념이 확고했으

며,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 기를 벗어나기 한 지렛 ’라든가 ‘100주년을 향한 미션

ㆍ비 의 수립’과 같이 자신의 역할을 구체화하 다. 한 스스로 먼  기득권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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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았고, 자신이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있다. 이러한 도덕성은 신앙  성숙이 제된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는 기독교사회복

지실천을 지향하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고 

하겠다.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난 문  역량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도덕성이 결여되

어 있다면 조직구성원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자발성’과 ‘진정성’은 기독교사

회복지실천의 성패에 핵심  요인이고 이를 해서는 ‘긴 호흡’이 제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지도자의 자세와 결정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태화복지 의 경우, 

기 장들이 ‘속도’보다는 ‘방향’을 시하면서 오래 기다려주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자발성과 진정성을 끌어낼 수 있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임기 내

에 가시  성과를 내기 해 무리수를 두는 일이 비일비재한 우리의 실에서, 내가 

씨앗을 뿌리지만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다음 사람의 몫일 수 있다는 자세는 흔히 보기 

어려운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

도력의 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둘째,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주요 략으로 직원 성훈련, 기독교 특화

사업, 기록양식 보완, 미션ㆍ비 의 수립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략들은 매우 

효과 인 것으로 단된다. 직원 성훈련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결국 사회복지사의 

성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원론  인식에 한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과정을 구성하고, 

직원들, 특히 신앙 으로 비된 직원들이 극 으로 참여하면서 사업, 사회복지사, 

공동체, 실천방안 등 다면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성과를 거두는데 요한 

거름이 되고 있다. 한 ‘도담도담’의 성공  수행으로 기독교 특화사업이 기독교사

회복지실천 기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략임이 입증되었다. 특화사업을 통

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실제  방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그 과정과 결과가 

공유되면서 복지  체 사업에 향을 미쳤으며, 그 성과로 기  차원에서 기독교사

회복지실천의 가능성에 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다양한 지역주민들에

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지역사회복지 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므로 특화사업

의 양  확 는 제한 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기 의 

신념이 확고하고 기 의 기독교 정체성에 한 지역사회와 당사자들의 인식도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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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복지 의 경우에는 특화사업을 랜드화하여 장기 으로 발 시켜나가는 것이 바

람직하겠다. 이를 해서는 안정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교단, 형교회, 

기독교복지재단 등의 후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실 인 안이 될 것이다. 보완된 

기록양식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한 장치로 사료된

다. 확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특화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체 사업에 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양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

교사회복지실천이 념 ㆍ표면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ㆍ내면  차원에 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질  차원이다. 아직은 보 인 수 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직원 성

훈련이 내실 있게 지속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경험이 축 되어간다면 이러한 장

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새로 수립된 미션ㆍ비  2021은 그 

수립과정을 통하여 태화복지  역사의 핵심인 선교  사명에 한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한 확고한 틀을 마련하 고, 그 내용에 기독교사회

복지실천에 한 강한 의지 뿐 아니라 도약을 한 구체  략을 담고 있어서 더욱 

고무 이다. 특히, 소수의 리더가 제시하는 미션ㆍ비 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

보면서 지역의 목소리에 힘껏 귀 기울이고 구성원들의 생각도 빠짐없이 담아낸 것이

라 더욱 의미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태화복지 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  합의를 상당 부분 

이루고 실천 방안 구축에 있어서도 한 걸음 진한 것으로 평가한다. 면  참여자들 

 다수가 개념에 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는 

원론  차원의 개념  합의는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 있어서의 모호함이

나 이견 때문에 제시된 견해로 사료된다. 실천 방안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

되고 경험이 축 되면서 발 의 기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지식의 구

성수 은 흔히 패러다임, ㆍ시각, 이론, 모델, 실천지혜의 순서로 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좁아지고 구체화되는 역삼각형 는 회오리 모양의 도식(김혜란 외, 2006: 

18)으로 표 되는데, 본 연구의 면  참여자  한 명은 이를 “깔때기”라고 표 했고, 

그 깔때기가 좁 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 다. 그런데 패러다임ㆍ  차원에 근거한 

사회복지활동으로 정의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모델ㆍ실천지혜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고, 특히 이론이 정립되지 않고 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실정에서 

패러다임이나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실천 장에서 사업을 구 해내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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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근거하는 ‘세계 ’의 속성 상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나 당사자 삶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그 체를 반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실제화되는 양상은 매우 다면 이고 다양한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코끼리 만지는 것에 비유한 것은 의 추상성과 삶 

체라는 넓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태화복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아직도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지만 각자가 한 코끼리의 부 가 확

장되고  서로가 확인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서히 코끼리의 체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획일 인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겠다. 코끼리의 본질  특징이 

명료하다면 그 안에서 개인의 신앙  배경이나 성숙도, 당사자나 사업의 특성 등 다양

한 요소들이 반 된 개인차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실천방법들은 김희수ㆍ양혜원(2008)의 연구에서 나

타난 기독교사회복지사 개인 차원의 방법들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질 으로도 심화된 

것이다. 기  체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을 두고, 직원 성훈련이나 특화사업 

등 체계 이고 극 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들 

 사회복지사의 성, , 업무자세 차원의 방법은 기독교 색채가 거의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윤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다. 소  바나나 이크에 충실한 방법

들인 것이다. 결국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고민스러운 방법은 당사자 성 강화와 기독

교 자원 활용으로, 이는 공공의 성격을 갖는 지역사회복지 으로서 기독교사회복지실

천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의 딜 마로 이어진다. 기도나 도 등을 극 으로 활

용할 것이냐, 혹은 당사자 성에 직  개입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것이냐에 해 서로 다른 생각이 있고, 교회나 다른 기독

교 기 들과 어떤 계를 형성하고 역할을 차별화할 것이냐에 한 고민이 있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 으로서의 정체성, 문성, 역할 경계에 한 이슈라고 하겠으며, 이에 

한 당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어떻게’의 문제가 여 히 남아있는 

것인데, 본 연구를 통하여 그 실마리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컨 , 본 연구에 

제시된 사례  하나에는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를 도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는 도에 한  확신이 있었고, 종교  립에 한 윤리  요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사자의 종교  자기결정권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서비스 제공 결정

이 이루어진 이후에 복음을 하 다. 이 사례를 통하여 도라는 특정한 기독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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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천 방법에 해 ‘ 하다’ 혹은 ‘그 지 않다’라는 가부의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고, 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몇 가지 지침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이 이 사례와 같이 진행된다면 도도 

지역사회복지 에서 선택 가능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인 것이다. 체계화된 실천

모델의 개발은 여 히 향후의 과제로 남겨지는데, 이를 해서 질  연구 등 귀납  

근을 극 활용하는 것이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사례를 모으고, 이를 질

으로 분석하여 체계 으로 정리된 입장과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양  연

구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과업은 성과측정 도구의 

개발이다. 어떠한 연구방법이 활용되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실천 장과 연구자들의 긴

한 력은 필수 이다. 

마지막으로, 태화복지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본격화된 이후 일부 

비기독교인 동료들이 기 을 떠나면서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경험하 다. 재 복지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모두 기독교인이므로 당분간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

만, 이와 련하여 사회복지사 채용이 이슈로 등장하 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해 

충분히 비된 사회복지사를 채용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더욱 힘차게 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비기독교인들도 함께 하는 유연하고 긴장감 있는 공동체, 특히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삶으로 도’할 수 있는 이상 인 공동체를 만들기 

해 노력할 것인지에 해 논란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자체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비 실 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해서는 열린 자세로 공동체 차원의 논의를 지속하면서 시의 으

로 합한 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사회복지사가 비기독교인 

실습생을 선발한 것은 그 좋은 라고 하겠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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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

양혜원 (총신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 조직  개인 차원의 

경험, 성과  딜 마를 심층 으로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질  사례연구이다. 

장ㆍ사회복지사 상 심층면 , 문서자료, 참여 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

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한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은 ‘다시 시작’, ‘토  만들기’, ‘도약의 날갯짓’ 등 3단계를 거쳐서 발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차원의 경험으로는 ‘치유와 회복’ 과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

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이, 개인 차원의 경험으로는 ‘정체성을 내재화함으

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 성이 명료해짐’과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해 

함께 분투함’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성과는 ‘사업의 풍성한 열매’, ‘사회복지사의 신앙 

성장ㆍ신앙과 삶의 통합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문가로서의 성장’,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한 일보 진’ 

등으로 나타났다.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과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회는 아

닌 기독교사회복지 으로서의 고충’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련된 딜 마로 분석되

었다. 이를 토 로 지역사회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해 논의하 다. 

주제어 :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과정, 실천 경험, 질적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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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i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with 832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in six universities located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The 
predominant concerns of the study consist of: (1) the direct effects of social commitment 
on the perception for whistle-blowers; (2) the mediation effect of intention to advocate the 
disadvantaged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ristian group shows lower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and higher the intention for advocacy than atheistic group.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relation to the way of perceiving whistle-blowers. Second, 
among Christian group, these three paths are significant;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 the intention for 
advocacy, the intention for advocacy →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The m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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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k of social commitment, the less positive perception is given to the whistle-blower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he less the intention for advocacy for socially vulnerable 
people. The more the intention of advocacy, the more positive perception regarding 
whistle-blowers in the organizations. the mediating effect of intention for advocacy is not 
significant. Third, among the group without religion, two paths are significant;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 the intention for advocacy, the intention for advocacy →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however, the rest is not significant;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While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does 
not directly have th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 in non-religious students, 
the intention for advocacy indirectly influence between the two variables as a mediation effect. 
According to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the effect of lacking social commitment on 
perceiving whistle-blowers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intention for advocacy are show 
different tends, therefore, the moderation effect of the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is 
proved. Some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is study's findings above.

Key Words : whistle-blowing,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social commitment, intention for 

advocacy

Ⅰ. 서론

1. 문제제기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내부의 변화를 유도할 공식  권한을 갖지 않은 

조직의 ․ 직 구성원이 내부의 불법 ․비도덕  일이나 는 부당한 행  등을 

목격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해 내․외부의 조직 는 사람에게 이를 알리는 행 ”이

다(박 국 외, 2001: 110). Near과 Miceli은 “내부고발 행 는 재 해당조직의 구성원

이거나 과거 어느 시 에 조직의 일원이었던 내부인(insider)에 의한 행 ”라고 하 다

(Near and Miceli, 1985; 박 국 외, 2001: 109-10; 신성자․이원 , 2017: 65-66 재인

용). 부정부패  비리에 해 사람들의 비 의식은 상당히 높지만, 조직의 비리를 고

발하는 내부자에 한 평가는 양극단에 이를 만큼 내부고발자에 한 평가는 매우 다

양하다. 내부고발행 에 한 개인들의 평가는 개인 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조직을 

한 의로운 행 라는 평가부터, 조직에 부 응한 사람이거나 조직을 배신한 고발자라

는 평가까지 각자의 시각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Barnett, 1992: 37; 박 국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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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재인용). Bosupeng은 내부고발이 자신의 직장의 비윤리 인 비 을 드러내거나 

노출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지 하고 있다. 직장에서 발생

된 비윤리 인 행 를 알리는 것이 도덕  의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자신의 내부고

발의 결과로,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실직할 수도 있고, 자신의 직장조직이 붕괴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상충된 가치들이 충돌하고 윤리 인 딜 마에 빠질 수 있다

(Bosupeng, 2017: 23). 따라서 조직의 구성원이 비록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부정부

패  비리를 목격하고, 상당히 비 인 인식을 가졌다 해도, 그러한 비 인 인식

이 실제로 내부고발 행 로 연결되는 것은 드물다. 이러한 상은 집단( 는 조직)의 

구성원들 간의 ‘ 계성’을 시하는 사회의 문화  풍토에서, 내부고발자가 감수해야 

할 험부담( : 실직, 승진  보직 등에서의 불이익, 구성원들과의 계 악화, 내부자

로서의 낙인 등등)이 매우 크다는 실을 반 해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인간은 사회  

존재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를 의리가 없고 직장에 한 충성심이 없는 사람으로 평

가하기도 하고, 내부고발을 오히려 비윤리 으로 간주하는 분 기에서는 내부고발자는 

구성원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결국 나쁜 평 을 얻게된다(Bosupeng, 2017: 26). 개인주

의  가치가 시되는 서구의 문화권과 달리, 계(relationship) 심 이고 도덕성  

윤리를 요하게 생각하는 집합주의 문화권에 있는 한국사회에서, 더더욱 내부고발행

를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시각이 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김기범․김시업, 2006: 

49-50). 

사회  약자를 해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조직(기 , 시설)이 부정부패 

문제에 연루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언론매체에서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발

생되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들(재정  인사비리, 인권침해사건 등)이 종종 보도되기도 

한다( 구일보, 2017.5.14).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기 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생각해 볼때, 사회복지조직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하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더 클 것이다. 이러한 실망감은 사회복지조직에 한 불신감을 증폭

시켜, 이로 인해 사회복지조직의 사업  서비스 운 에 으로 필요한 후원사업

(물질후원, 노동  재능후원 등)을 크게 축시킬 수 있다. 결과 으로 사회복지조직

의 부정부패  비리의 직  피해 뿐 아니라 후원  자원 사활동의 감소와 같은 

인 ㆍ물  자원의 피해는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기 한 복지사업을 효

과 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직이 부정부패  비리문제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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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됨으로서 생되는 피해는 실로 막 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의 부정부패  비리문제의 해결  개선을 해서는, 사후 처도 요

하지만, 사 에 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 이고 효과 인 

근이 될 수 있다(신성자․이원 , 2017:64). 국내에서 발표된 내부고발에 한 선행

연구(박흥식, 1991; 박 국 외, 2001; 고길곤․조수연, 2012)는 주로 행정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 상도 공무원에 집 된 경향이 있다. 미래의 사회복지사로 활

약할 수 있는 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사회복지조직

에서 발생되는 비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그 비리들을 알리는 내부고발자에 

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주요 련요인들은 어떻게 향을 주고 있는지 등

을 악해 볼 수 있는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

자에 한 인식에 한 개척 연구가 발표(이원 ․신성자, 2017)되었고, 후속연구(이원

, 2017)가 이어지고 있다. 련 선행연구는 학생들 간에 발생되고 있는 시험부정행

(컨닝) 고발에 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에 한 인식에 유의미한 향

을 주고 있음을 밝혔는데(이원 , 2017: 201),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발

생되는 각종 비리문제를 방하고 처하기 해, 학교육과정에서 사회복지 공 

학생들을 상으로 부정부패  비리에 한 비 의식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효

과 인 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다.

내부고발은 “사  부패억제도구로서 그 효과와 상징  의미가 크다”(박 국 

외, 2001: 109). 그 기에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사

회복지조직의 비리문제를 보다 효과 으로 처하기 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미래에 사회복지사가 될 해당 공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

자에 한 인식에 한 후속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연구내용의 확장이 필요하다. 

다른 원조직(상담가,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등)과 구별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조직의 고유의 특성 등을 반 한 련요인이 추가로 설정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사회구성원의 안녕  복리(well-being)를 한 사회의 책임성

에 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통 으로 사회복지실천의 상은 다양한 형태의 사

회  약자들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이익을 해서, 이들을 옹호(advocacy)

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empowerment)은 사회복지 실천가에게 요구되는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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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기도하다. 사회  책임성과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는, 사회복지 공 

학생들이 사회복지조직의 부정부패  비리문제에 해 비 의식을 갖게 하고, 내부

고발자에 해서도 정당하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이 가지는 순기능과 함께, 내부고발의 역기능 한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실 으로 내부고발자가 감수해야 할 험부담(실직, 승진  보직에서의 

불이익, 왕따, 고자라는 낙인 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주기 해 마련된 제도 ․법률  장치(부패방지법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2001.6.8; 

부정청탁  품 수수 지법)마련을 한 사회  노력이 지속 으로 강화되고는 있

지만, 내부고발의 순기능이 제 로 작동되기는 쉽지 않다. ‘ 계성’(relationality)과 ‘연

결성’(connectedness)을 요시하는 집단(조직)문화가 강한 한국사회의 특성이 여 히 

내부고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자들이 지 한 바 있다(김기

범․김시업, 2006: 49-50; 신성자․이원 , 2017: 66). 이러한 우리사회의 한계 은 단

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난제이지만, 이 문제를 극복해나가기 한 사회  노력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에 한 체계 인 연구 한 이러한 사회  노력의 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내부고발의 목 이 개인  이득추구, 복수심 등과 같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비

롯될 경우, 내부고발행 는 조직의 구성원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기 힘들다. 내부

고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내부고발자의 동기(motivation)가 순수하지 못할 경

우, 내부고발의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는 클 것이다. 성숙한 사회구성원은 같은 구성원

에 한 사회  책임과 함께, 사회 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불공평한 상황

을 해결 는 개선해 나가기 해, 사회  약자를 옹호(advocacy)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이런 옹호의지는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하게 되는 내부자의 행 에 정당성

을 부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indicator)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회구성

원에 한 책임성’, 그리고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가 내부고발자의 요한 

동기(motivation)가 되었을 때, 내부고발의 순기능은 증폭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회  책임성’,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는, 복지  가치, 태도, 행동지향 등

을 이해하는데 요한 지표이자, 사회복지실천가가 지녀야 할 요한 자질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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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술한 논의 을 토 로, 연구가정을 설정하기 해 몇 가지 추론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사회  책임성이 분명할수록, 사회  약자를 한 옹

호개입의지 한 높을 것이고, 옹호개입의지가 강할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내부고발자에 해 보다 정 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

라 사료된다. 옹호개입의지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직 으로 

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기 보다는,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사회  책임성이 사

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미칠 수 있는 향을 한층 더 증폭(강화)시켜 

 수 있는 요한 매개요인(mediator)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구성원에 한 책임성, 사회  약자를 한 옹호는, ‘이웃에 한 사랑’의 가치

와 부합하고,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이 지닌 의미 한 ‘정의’, ‘공의’의 가치에 근거

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기독교 교리에서 강조하는 ‘이웃에 

한 사랑’, ‘정의’(공의)와 같은 가치가 내면화(internalization)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사회  책임성, 약자에 한 옹호와 같은 사회복지의 요한 실천 가치는, 기독교의 

교리와도 잘 부합된다. 따라서 기독교인 사회복지 공 학생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과연 사회구성원에 한 책임성과 사회  약자를 옹호하려는 개입의

지가 더 강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  책임성과 옹호개입의지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

발자에 한 인식에 미치는 향 한 기독교인과 무교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의 경우, 어떤 사안이나 어떤 상황( : 사회복지조직

의 내부고발상황 등)에 처했을 때, 이들이 보일 수 있는 응양상은, 이들이 믿는 기독

교의 가르침( : 이웃에 한 사랑, 정의 등)이 내면화되어 이들의 행동규범에 반 된 

외 화의 결과라는 보는 시각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 상은 공 특성상, 사회  책임성과 약자를 한 옹호의 가치에 

한 이해가 깊은 사회복지 공 학생이지만, 이들 에 기독교인은 종교를 가지지 않

은 사람들 (무교인)에 비해 사회  책임성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를 과

연 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사회  책임성  사회  약자를 해 옹호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해서, 과연 무교

인 보다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해서 훨씬 더 정 인 평가를 할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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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여 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비윤리 인 행 를 고발하는 내

부고발이 정의로운 행 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이웃에 한 사랑’과 ‘용서’의 가치

를 높이 인정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내부고발이 비리 연루자들에 한 응징  처벌( : 

실직 등) 뿐 만 아니라 직장조직에 큰 타격을  수도 있다는 심리 인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인의 경우,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문제에 매

우 비 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에 해 지지 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론 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서 의미 있는 연구과제로 제시했던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인식에 사회  책임성이 미칠 수 있는 직 효과와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는 연구과제에 추가하여, 사회복지 공 학생들을 종교배경(기독교인 Vs. 

무교인)에 따른 차이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해서, ‘기독교 유무’의 조 효과(moderating 

effect) 분석까지 포함한 보다 역동 이고 다차원 인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술한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을 토 로, 본 연구의 목 은 사회복지 공 학생

들의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한 인식에 사회구성원에 한 

사회  책임성이 미치는 직 효과(direct effect),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그리고 기독교 유무의 조 효과(moderating)를 함께 실증

으로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분석을 통해 밝 진 주요사실들을 토 로 사회

복지  함의(implications)을 모색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적 책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성은 “사회  의무, 상호성 규범, 그리고 사회정의(이동원 

외, 2003; 정수 , 2005: 10) 등의 사회  행동에 한 사회  규범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이원 , 2017: 206-7). 사회  책임성의 개념은 “곤경에 처해있거나, 도

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의의 개념에서 사회의 복지를 한 극 인 지

향(orientation)”이라는 의의 개념까지 확 하여 이해할 수 있다(Greenberge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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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이원 , 2017: 207 재인용).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안녕과 복지에 한 사회

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책임성은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사회복지를 

공하는 학생이 지녀야 할 요한 자질이기도하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손상된 사회기능(social functioning) 수 을 향상시키기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

스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조직의 기능을 생각할 때, 사회복지조직  기

에서 발생된 부정부패  비리문제에 해서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실망감과 불신

은 그만큼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책임성  양심은 내부고발의 요한 동인이 된다는 사실

을 인식할 때(Pfeffer, 1982: 99), 사회복지를 공하는 학생들의 사회  책임성 수

은 사회복지조직의 비리에 한 비 의식과 함께,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

자에 한 평가에 향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성이 결여될수록,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된 부정부패  비리를 고발한 내부자(insider)에 한 호감도가 

낮고 덜 지지 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2. 옹호개입의지

옹호(advocacy)는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직 으로 변, 보호, 개

입, 지지를 하면서,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행동”(Mickelson, 1995: 95)이다. 옹호는 

“소외된 개인, 집단, 계층 등을 신해서 행동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

하기 해서 개인 는 집합 인 행동을 하거나, 개인 는 지역에게 힘을 부여하는 행

”이다(Schneider and Lester, 2001: 58).

사회 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원조하여 이들의 사회기능 수 을 향상시켜서, 자신들

이 속한 사회환경 ( 는 사회체제)에 잘 응하도록 원조하는 것만이 사회복지실천의 

궁극 인 목표는 아니다. 역사 으로 사회복지사(social workers)는 사회 으로 취약한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minority)들에게 억압 인 사회환경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개

선하기 한 사회개 (social reform)  사명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에서 사회복지 

문직은 다른 원조 문직(상담, 정신의학 등)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문직이 지닌 이러한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한바와 

같이(Cohen and Struening, 1962; Specht and Courtney, 1994; Abramovitz, 1998; Hay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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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최근 사회복지실천이 미시  실천개입에 상당히 치 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

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불평등 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상으로 한 개입에서, 사

회복지사들은 옹호자나 행동가의 역할보다는 상담가 는 치료자 역할을 선호하고 더 

많이 수행하는 사실이 보고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서 억압 인 사회환경 변화를 

지향하는 옹호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선 , 2005: 36). 

사회변화를 목표로 하는 옹호(advocacy)는 사회복지실천을 표하는 활동  하나

이다. 옹호와 사회행동(social action)은 상호교환 인 개념이기도 하다(Radian, 2000: 

17). 사회복지조직의 부정부패  비리로 인한 손실은,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자

원  인  자원 등의 효과 인 활용을 어렵게 한다. 결국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사

회 으로 취약한 사람들(클라이언트)이 받을 수 있는 혜택(benefits)을 감소시키는 결

과를 가져오게 한다.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소극 으로 처하는 것은, 

사회  불공평성의 문제를 지속ㆍ심화시키는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문제의 심각성과 내부고발의 당 성은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약자들에 해 사회  책임감을 갖는 것은, 사회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한 옹호개입의지를 높이는데 정 인 향을  수 있

는 선행조건이 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사회복지학을 공하는 학생들의 사회  책

임성이 분명할수록,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 한 강할 것이고, 사회  약자

를 해 옹호개입하려는 의지가 분명할수록,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된 부정부패  비

리에 해서 훨씬 더 비 이고, 비리를 고발한 내부자에 해서도 보다 정 인 평

가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술한 내용을 토 로, 사회복지를 공하는 학생들의 옹호개입의지는 사회복지조

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이들의 인식에 직 으로 향을  수도 있지만, 사회  책

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미치는 향(직 효과)을 유의미하

게 매개할 수 있는 요한 매개요인(mediator)으로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연구

가정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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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

내부고발 행 자의 특성과 함께, 내부고발자에 한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인식을 

연구하기 한 이론  근거(rationale)로 ‘자질이론’(trait theory), 조직의 ‘역할이론’(role 

theory), 그리고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역할정체성 이론’(role identity 

theory)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자질이론  에서 보면, 일반인들보다 마음이 단단하고 의지(will)가 강한 특성을 

지닌 사람이 험부담이 큰 내부고발행 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Elliston et al., 1985: 25, 박 국 외, 2001: 111 재인용). ‘역할이론’

은 내부고발의 원인을 역할갈등에 을 둔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과 기

, 즉, 직무, 충성심, 직업윤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양심 등이 충돌한 결과로 내부고

발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Rizzo. et al., 1970: 151; Pfeffer, 1982: 99; 신성자․이

원 , 2017: 68 재인용). 사회복지사로서 수해야 할 윤리  실천가치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부정부패  비리문제로 인해 상충되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수용하기 어려

운 업무수행  역할을 요구받을 경우, 역할갈등 는 ‘역할 압력들(role pressures)간

의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내부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된다(박흥식, 

1999: 51-53). 사회정체성이론에 의하면, 개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범주, 

는 사회 으로 결정된 거체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지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조직에서 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규범이 개인의 사회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향을  수 있다(Tajfel and Turner, 1979, 1986; Ashforth 

and Mael, 1989; 이원 ․이희진, 2016: 81-2 재인용). 그럼으로 사회복지학문  사회

복지 문직에서 강조되어온 주요 가치들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공하는 학

생들이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외부로 알리는 내부고발자에 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악하기 해 필요한 선행과제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역사 으

로 사회  약자들( 는 소외자들)이 겪는 사회  불평등  불공평성의 문제들을 감소

시키기 해서 지원하고 개입해왔다. 사회복지실천은 분배  사회정의(distributive 

social justice)의 실천이기도 하다(신성자․이원 , 2017:68).

미국사회사업가 회 윤리강령에서 제시된 핵심가치(서비스, 사회정의, 개인의 존엄

과 가치, 인간 계의 요성, 성실, 능력) 에 ‘사회정의’는 사회  차원의 가치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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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Reamer는 ‘사회정의’의 가치에 한 사회복지사의 요한 윤

리  원칙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의 불의에 도 하는 것”이라 하 다(Reamer, 2000; 

Crabtree, 2000; 선 , 2005: 39 재인용). 사회의 불의에 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책무이자 요한 역할임을 인식할 때, 사회복지기   시설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 

 비리에 해서, 사회복지학을 공하는 학생들의 평가는 상당히 단호하고 비

일 것으로 추론된다.

정리해보면, 사회정체성 이론  역할정체성 이론 등을 근거로(Turner, 1982, 1985), 

사회복지사가 지녀야 할 요한 자질  하나인 사회  약자에 한 ‘사회  책임성’

과 ‘옹호개입의지’가 보다 분명할 수록, 사회복지 공 학생들은 사회복지조직에서 발

생되는 비리문제에 훨씬 더 비 인 인식을 가질 것이고,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

발한 내부자(insider)에 해서도 보다 정 인 평가를 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

해 볼 수 있다. 

4. 기독교인과 무교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차이

종교를 가진 사람의 경우, 자신의 종교가 강조하는 가치, 규범, 역할, 삶의 방식은 

자아의 형성에 향을 주며, 그러한 종교집단(혹은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지각 는 정의하게 되면서 종교인으로서 자아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다(이원 ․이희

진, 2016: 81; 이원 , 2015: 187). 약자에 한 보살핌, 양심, 도덕성, 사회  책임성 등

은 일반 으로 고등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보편 인 가치이다. 사회정체성 이론의 

에서 볼 때, 종교의 교리와 가르침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큰 

향을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범주, 는 사회 으로 결정된 거

체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지각한다고 설명하는 사회정체성 이론  (Tajfel and 

Turner, 1986, Ashforth and Mael, 1989)에서 볼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

할수록,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에 부합하는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기독교들의 정체성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기독교 집단(조직)의 

가치  규범에 의해서 형성될 때, 기독교인의 행동양상에는 무교인과는 구별되는 측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원 ․이희진, 2016: 81-82).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속

한 조직의 부정부패  비리문제를 목격하 을 경우, 이들이 취하는 응양상을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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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가치와 가르침( : 사랑, 공의 등)이 내면화된 행동규범이 외 화된 결과로 반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랑과 용서’의 기독교 가르침이 깊이 내면화된 기독교인의 경우, 자신이 속한 조직

에서 비록 불법 , 부도덕한 일이나 행 를 자행한 사람일지라도, 고발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공의’(정의)의 가치가 내면화되어,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신념으로, 내부고발로 인한 험부담( : 실직 험, 

승진  보직에서의 불이익, 동료 계 악화, 고자라는 낙인 등)까지도 감수할 수 있

는 소  월 인 힘(transcendence)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정의를 한 노력은 사회구성원의 안녕과 복리를 한 제(premise)이기도 하

다. 공의, 혹은 정의로움의 가치는 기독교 교리와도 부합된다. 부정부패  비리가 자

행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내부고발이 정의로운 행 라는 측면에서, 내

부고발행 는 기독교의 가치와 교리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공의’(정의)의 가치

가 깊이 내면화되어 있을 때, 자신의 직장조직에서 발생한 불법 , 부도덕한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의롭다는 신념을 가질 때, 내부고발로 인해 자신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손실( : 실직 험, 승진  보직에서의 불이익, 동료 계 악화, 고자라는 낙인 

등)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소  월 인 힘(transcendence)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사랑과 용서’의 가치가 깊이 내

면화된 경우,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행 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부

합하는지에 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교

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무교인)에 비해,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자

에 한 평가에서,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보는 것은 의미 있

는 연구과제라 생각한다. 앞서,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자에 한 사회

복지 공 학생들의 인식에, 이들의 사회  책임성이 미칠 수 있는 직 효과와 옹호

개입의지의 매개효과를 실증 으로 입증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부가하

여, 사회  책임성의 직 효과와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는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종교배경(기독교인 Vs. 무교인), 즉 ‘기독교 유무’에 따라서, 그 양상은 유의미하게 달

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추가로 설정하면서, ‘기독교 유무’의 조 효과

(moderating effect)를 실증 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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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을 통해 입증하고자하는 주요변인들 간의 인과 계(직 효과, 

간 효과, 조 효과)에 한 경로가 포함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Figure 1과 

같다.

[한 변수명]

 - Lack of Social Commitment

: 사회  책임성의 결여

 - Intention for Advocacy: 

옹호개입의지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 기독교 유무

Figure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s)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사회  책임성의 결여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 

2.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옹호개입의지는 사회  책임성의 결여가 사회복지 내부

고발자에 한 인식에 미치는 향을 유의미하게 매개하는가 ?

3. 사회  책임성의 결여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미치는 직

효과(direct effect)와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는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기독교 

유무(기독교 Vs. 무교)에 의해서 유의미하게 조 (moderating)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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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 상자들은 구 역시  경상북도에 치한 학교(6개)에서 사회복지학을 

공하는 학생들(954명)이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한 표본은 불교  기타종교를 

가진 122명을 제외한 832명으로 여학생(556명)이 약 66.7%로 남학생(276명, 33.2%)보

다 많다. 기독교인이 513명,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319명이다. 설문조사

를 한 설문지 배부  회수기간은 약 2개월에 걸쳐서(2012.10-11) 이루어졌다.

3. 주요변수 및 조사도구

(1) 종속변수: 조직내부고발자 인식

사회복지조직의 ‘내부 고발자에 한 인식’ 척도(이하 ‘조직내부고발자인식’ 척도)는 

련 선행연구에서 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개인의 인식  평가를 측정하는데 사

용한 척도의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 다(신성자․이원 , 2017: 73; 이원 , 2017: 209).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비리들을 내부자가 

고발하게 된 배경  상황을 기술한 [시나리오]와 함께 척도문항이 구성된 척도이다. 

척도문항내용은 김기범․김시업(2006: 51)이 내부 고발자에 한 지각 평가에서 요

하게 고려한 내부고발자의 ‘성격  특성’(4문항: 소신있다; 성숙하다; 정의롭다; 신뢰할 

수 있다)과 ‘ 인 계측면’(2문항: 내부고발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구성원”/“친구”라면 

얼마나 호감을 갖는가)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내부고발자 인식척도(6

개 문항)는 5  척도(1=거의 그 지 않다∼5=매우 그 다)이고, 척도 수가 높을수록, 

내부고발자에 한 평가가 정 이고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 
계수로 평가하는 척도문항의 내  일치도는 .832이다.

[시나리오］

“김두식씨는 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하고, 지역에서 잘 알려진 A 복지재단 산하의 사회복

지기 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 3년차 사회복지사이다. 김두식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해 있는 

기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해서 사용해야 할 산을 책임 리자  

직원들이 자신들을 해서 부당하게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기 의 책임 리자와 

직원들이 워크샵 등을 핑계로 나이트 클럽, 단란주 , 유흥주  등을 드나들기도 하고,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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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  련이 없는 물건을 구입( : 스키, 리 , 바다낚시 등)을 하는 등 불법 인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산 집행이 일회성도 아니고 수년 간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신

성자․이원 , 2017: 73; 이원 , 2017: 209).

(2) 매개변수: 옹호개입의지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11개)은 구조모형분석에서 모델의 간명성을 높여 정규

성과 모수추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서 항목묶음(item parcelling)을 실시한 후 분

석하 다. 옹호개입의지 척도는 선행연구(Harbison, 1991; Neal, 1965)에서 사용한 척

도를, 국내에서 선 이 번안한 척도 내용을 사용하 다( 선 , 2004: 61). 척도문항

내용은 “나는 클라이언트를 신하여 그들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탄원할 것이다”를 포

함한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척도이며(거의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5 ), 척도의 수가 더 높을수록 옹호개입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

다. Cronbach’s ⍺ 계수는 .865이다.

(3) 독립변수: 사회적 책임성의 결여

사회  책임성은 도덕성의 주요 하  구성개념이다(조학래, 1996: 4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  책임성의 결여 척도는 이원 (2015)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척도

문항 내용에서 발췌하여 사용하 다(조학래, 1996; 이원 , 2015). 척도문항 내용은 사회

에 한 헌신(1문항: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일은 충함”), 사회문제에 한 심(1문항: 

“내 문제도 아닌 사회문제에 해 알 필요 없음”), 개인  책임에 기 한 이타성(1문항: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책임은 없음”), 타인에 한 심(1문항: “내가 원하는 

것을 해 타인의 피해입는 것은 어쩔 수 없음”)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  

책임성 척도는 5  척도(아주 그 지 않다=1 ∼아주 그 다=5 )이며, 척도 수가 높

을수록 내부 사회  책임성이 부족(결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 계수로 

평가한 내  일치도는 .657 이다.

(4) 조절변수: 기독교 유무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경로들의 직ㆍ간  효과가 ‘기독교 유무’에 의해 어떻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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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조 (moderating)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해서, ‘기독교 유무’를 조 변수로 

선정하 다. ‘기독교 유무’는 이항변수(0=기독교, 1=무교)이다.

(5) 주요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주요 척도들(사회  책임성, 옹호개입, 조직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의 신뢰도  타

당도를 평가해보기 해서 실시한 평균분산추출(A.V.E: Averab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합성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or Composite Reliability) 결과는 Table 

1의 내용과 동일하다. A.V.E 값은 0.5 이상(Fornell and Larcker, 1981), C.R 값은 0.7

이상(Bagozzi and Yi, 1988)이어야 양호하다고 평가에 근거해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주요 세개 척도의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 혹은 합성신뢰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Table 1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nstrument

Lack of Social 

Commitment 

Intention for 

Advocacy

Perception of 

Whistle-blower

C. R (Construct Reliability) .962 .988 .984

A. V. E (Average Variance Extracted) .868 .942 .932

(6)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실증 으로 규명하기 해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의 인과 계(직ㆍ간 효과, 조 효과)를 악하기 해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이 용이한 통계 패키지인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를 사용하 다 모형의 합도 평가를 해, 합지수 RMSEA와 상 합지수 

CFI와 TLI의 값을 각각 제시하 다1). ‘기독교 유무’2)의 조 효과(moderating effect)

를 분석하기 해서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 방법을 사용하 다. 매개효과 

분석에서 정상성(normality)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Schumacker and Lomax, 2004; 홍

1)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rker- 

Lewis index

2) 기독교=0, 무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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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희, 2009), 표 오차를 수정하여 편향(bias)를 수정한 신뢰구간을 구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Shrout 와 Bolger(2002)의 주장에 근거하여(이

원 , 2014: 343, 이희진․이원 , 2016: 85 재인용),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Ⅳ. 연구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정규분포성

주요 변수들을 구성하고 있는 측변수들(indicators)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측정 변수들의 왜도값은 -1.242∼.867 범 에 있었으며, 값이 모두 2미만이다. 첨

도값은 -.255∼1.705 범 에 있었으며, 값 7을 넘지 않았다. 각 변수의 일변량 정

규 분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되었다(Curran et al. 1996:16-29).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Test(N=832)

Variables Indicators Mean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S.E Kurtosis S.E

Lack of Social 

Commitment

SC1 2.01 .843 .833 .085 .912 .169
SC2 1.85 .802 .867 .085 .811 .169
SC3 2.14 .843 .482 .085 -.082 .169
SC4 1.84 .806 .864 .085 .829 .169

5 point 1.96 .579 .410 .085 .115 .169

Intention for 

Advocacy

AV1-2 3.77 .800 -.461 .085 .108 .169
AV3-4 3.71 .690 -.211 .085 .325 .169
AV5-6 3.84 .619 -.132 .085 .273 .169
AV7-9 3.49 .742 -.240 .085 .385 .169
AV8-11 3.69 .639 -.201 .085 .564 .169

5 point 3.70 .562 -.154 .085 .781 .169

Perception of 

Whistle-blower

WB1 4.14 .915 -1.242 .085 1.705 .169
WB2 3.74 .911 -.603 .085 .384 .169
WB3 4.04 .885 -1.020 .085 1.255 ,169
WB4 3.75 1.000 -.629 .085 .073 .169
WB5 2.61 1.053 .398 .085 -.255 .169
WB6 3.69 .952 -.534 .085 .218 .169

5 point 척도 3.66 .703 -.664 .085 1.44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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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독교 집단과 무교집단 간의 주요변인들의 평균비교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 간의 주요 척도의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 ‘조직의 내부

고발자에 한 인식’ 척도의 평균에서는 기독교 집단(M=3.6712)과 무교 집단

(M=3.6416)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  책임성의 결여  

옹호개입의지에서는 두 집단 간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기독교 집단 

(M=1.8577)이 무교 집단(M=2.1199)에 비해 사회  책임성이 덜 결여되었고, 사회  약

자에 한 옹호개입수  한 기독교집단(M=3.788)이 무교 집단(M=3.5771)보다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즉, 기독교 집단은 무교 집단에 비해서 상

으로 사회  책임성이 높고, 옹호개입수 이 더 높게 측되었지만, 사회복지조직의 

내부자에 한 평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Table 3 Comparing Means of Major Variables by Group(Christian/Atheistic)

Variables

Lack of Social 

Commitment

Intention for 

Advocacy

Perception of 

Whistle-blower

Christian Group(N=513)

Means(SD)
1.8577(.5625) 3.7788(.5599) 3.6712(.7165)

Atheistic Group(N=319) 

Means(SD)
2.1199(.5680) 3.5771(.5434) 3.6416(.6825)

t(P) -6.513(.000) 5.111(.000) .590(.555)
 

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세 개의 잠재변인(‘사회  책임성의 결여’, ‘옹호개입의지’ ‘사

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한 측정지표들(indicators)들의 반 정도를 

알아보기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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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Model Analysis

Table 4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832)

Variables Indicators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SMC

Lack of Social 

Commitment

SC1 .422 .641 .064 10.086 *** .178

SC2 .644 .920 .069 13.253 *** .415

SC3 .489 .734 .065 11.333 *** .239

SC4 .686 1.000 .471

Intention for 

Advocacy

AD1-2 .688 1.000 .473

AD3-4 .833 1.054 .047 22.480 *** .694

AD5-6 .709 .801 .041 19.611 *** .502

AD7-8 .792 1.078 .050 21.607 *** .628

AD9-11 .764 .886 .042 20.964 *** .584

Perception of 

Whistle-blower

WB1 .746 1.000 .557

WB2 .841 1.126 .043 25.917 *** .707

WB3 .862 1.121 .042 26.550 *** .743

WB4 .809 1.180 .047 24.898 *** .655

WB5 .251 .376 .051 7.388 *** .063

WB6 .640 .892 .046 19.367 *** .409

***p < .001, **p < .01, *p < .05

그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확인  요인분석 합도(χ²=406.242, df=87, p=.000, TLI=.933, CFI=.945, RMSEA=.062)

도 비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합성이 인정되었다.

4. 모형분석

체 표본(832명)을 상으로 분석한 

모형의 합도는 확인  요인분석의 

합도(χ²=406.242, df=87, p=.000, TLI=.933, 

CFI=.945, RMSEA=.062)와 동일하 고, 

측정모형의 합성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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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 Loading of Measurement Model

Parameter of Direct and Iindirect Effect (P-value)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530*** -.525 .049

Lack of Social Commitment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02* -.129 .065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51** .192 .059

In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p

Lack of Social Commitment 

➝(Intention for Advocacy) 

➝Perception of Whistle-blower

.095 -.080 .003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Lack of Social Commitment 

➝(Intention for Advocacy)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50 -.030

χ²=406.242, df=87, p=.000, TLI= .933, CFI= .945, RMSEA=.062

***p < .001, **p < .01, *p < .05

조사 상자(832명) 체를 상으로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하 던 세 개의 직 경로, 

즉, ‘사회  책임성결여➝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102*), ‘사회  책임성 결여

➝옹호개입의지’(-.530***), ‘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151**)은 

모두 유의미한 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옹호개입의지는 사회  책임성의 결여

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미치는 향을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

으로 밝 져 옹호개입의지의 부분 매개효과(.095; 하한값: -.150, 상한값: -.030)가 입증

되었다(Table 5). 

이러한 직․간 효과에 살펴보는 분석결과는 조사 상자의 종교배경, 즉 기독교인과 

무교인의 특성이 반 되지 않은 분석결과이다. 본 연구의 주요 심사인 모형에서 설

정한 주요 변수들 간의 직․간 효과가 기독교인과 무교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

을 보일 수 있는지 악하기 해서, 기독교 유무의 조 효과 분석(Table 6)을 실행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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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 분석

 

‘기독교 유무’의 조 효과(moderating effect)의 검증을 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집

단 분석방법(multi-group analysis)을 사용하 다. 다집단 분석을 통해서, 기독교집단과 

무교집단간 각 연구모형에 설정한 직 경로  간 경로의 계수값을 비교해 볼 수 있

다.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해서,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test)검증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선행과제이다.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test)검증이 필

요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잠재변인(3개)을 각기 

구성하고 있는 측정지표(indicators)의 내용에 해서, 두 집단(기독교인, 무교인) 간에 

각각 동일하게 지각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측정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두 집단(기독교집단, 무교집단)간의 비교는 그 타당성을 잃게 되어, 다

집단 분석을 할 수 없다. 

Figure 3. Research Model of Multi Group Analysis

‘기독교 유무’에 따른 모형에서 기 모형(χ²=473.583, df=174, p=.000, TLI=.926, 

CFI=.939, RMSEA=.046)과 측정모형(χ²= 506.860, df=186, p=.000, TLI=.926, CFI=.935, 

RMSEA=.046)을 비교하 을 때, 자유도 차이(△df)가 12일 때 카이자승차이 값(△χ²)

이 33.277로, 임계치인 21.03을 과하 으나, 모형의 합도가 거의 동일한 수 으로 

유지되어, 측정동일성  교차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다집단 분석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의 각 연구모형에 한 분석 결과는 Figure 3과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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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서 각각 제시하 다. 

Table 6 The Result of Moderate Effect

Christian Group (N=513) Atheistic Group (N=319)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

dized 

Estimate

S.E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

dized 

Estimate

S.E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494*** -.502 .061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521*** -.525 .084

Lack of Social 

Commitment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59* -.195 .081

Lack of Social 

Commitment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074 -.095 .122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19* .144 .072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86* .238 .106

Indirect Path Indirect Path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059 -.072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097 -.12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38 .001 .054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226 -.014 .023

 chi-square goodness of fit test

χ²=506.860  df=186  p=.000,

CFI= .93,  TLI= .926, RMSEA= .046

***p < .001, **p < .01, *p < .05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213

먼  기독교인 집단의 모형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  책임성 결여→조직의 내부

고발자에 한 인식’(-.159*) 경로, ‘사회  책임성 결여→옹호개입의지’ 경로(-.494***), 

‘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경로(.119*) 경로, 이 세 직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 즉,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사회  책임성이 결여될

수록, 내부고발자에 해서 정 인 평가를 하지 않고, 옹호개입의지 한 감소되는 

상이 발견되었다. 옹호개입의지가 강한 응답자일수록 비리를 알리는 내부고발자에 

해서 보다 정 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  책임성 결

여→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의 간 효과경로(-.059; 하한값: 

-.138, 상한값: .001)에서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기 때문에 간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사회복지 공 학생들이 사회  책임성이 결여될수록 

내부고발자에 해 부정 인 평가가 높아지는 상이 옹호개입을 하려는 의지에 의해

서 유의미하게 매개되지 않는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는 인

정되지 못했다. 

무교집단의 모형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에서 설정된 세개의 직 경로 에서, 

‘사회  책임성 결여→옹호개입의지’(-.521***), 그리고 ‘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

자에 한 인식’(.186*), 이 두 경로는 유의성이 입증되었지만, ‘사회  책임성 결여→조

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074)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 졌다. 그리고 

사회  책임성 결여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직 으로는 향

을 미치지 못했지만, 옹호개입의지를 완 매개(-.097; 하한값: -.226, 상한값: -.014)로 

하여 유의한 향을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직 경로

(3개)  간 경로(1개)에 근거한 직․간 효과는, 조사 상자(사회복지 공 학생)의 

종교배경, 즉, 기독교인이지 는 무교인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

져 기독교 유무의 조 효과(moderating effect)가 입증되었다. 사회복지조직의 내부

고발자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책임성결여  옹호개입의지의 

직․간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조사 상자의 종교배경(기독교 Vs. 무교)에 따른 조

효과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사회복지조직내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평가에 사

회복지 공 학생들의 특성들( : 사회  책임성, 옹호개입의지)이 미칠 수 있는 향

력을 보다 정확한 이해하기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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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 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조직(기

, 시설)이 지닌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조직에서와 같이 부정부패  

비리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실에 주목하 다. “내부고발이 사  부패억제도구로서 

그 효과와 상징  의미가 크다”라는 주장에 매우 공감하면서(박 국 외, 2001: 

109), 사회복지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순기능이 제 로 작동 할 수 있을 때, 사회복지조

직의 비리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사회복지 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832명)으로, 이들은 과연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

자에 한 이들의 생각과 평가에, 사회복지실천가가 지녀야 할 요한 자질이라고 강

조하는 사회구성원에 한 ‘사회  책임성’ 과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가 

미칠 수 있는 직ㆍ간 효과를 실증 으로 규명해보고자 하 다. 부가하여, 사회  약

자들에 한 ‘사회  책임성’과 ‘옹호’의 가치는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한 ‘이웃

에 한 사랑’의 가치와 부합하고, 조직의 비리를 묵인하지 않고 실 으로 험부담

(risk-taking)을 안고 큰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자의 행 는 정의(justice)의 가

치와 부합한다는 에 주목하 다. 이러한 에서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무교인)

과 기독교인 간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련요인들(사회

 책임성, 옹호개입의지)이 미칠 수 있는 직ㆍ간 효과의 향력에서는 각각 어떤 차

이가 있는지를 실증 으로 규명하는 데 본 연구의 목 을 두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분석 결과 밝 진 주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발생되는 비리를 고발한 내부자에 해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인식은 기

독교인이나 무교인이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독교 집단(M=3.6712)과 무교 집단

(M=3.6416) 모두 척도 수 간값(3 )을 상회하 지만, 내부고발자에 한 호감도 정

도가 정 인 수 에는 다소 미치는 못하 다.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평

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향을 주는 련요인의 직ㆍ간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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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  책임성이 결여되는 사람일수록 옹호개입의지가 

감소하고, 옹호개입의지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해 보다 더 정

인 인식을 갖는 상은,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 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기독교를 

믿는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경우, 사회구성원에 한 이들의 책임성이 결여될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해 이들이 덜 정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

다. 그러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않은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경우,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이들의 인식에 사회  책임성의 결여여부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아 조 이었다. 무교집단에서는 사회  책임성의 결여정도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

고발자에 한 인식에 직 으로 향(직 효과)를 주지는 않았지만, 옹호개입의지를 

완  매개(full mediation)로 하여 유의한 향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무교

인의 경우,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 의지를 얼마나 가졌는지가 내부고발에 한 

올바른 인식정립에 매우 요한 측면임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독교인 집단에서는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명되어, 상

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분석해보면, 사회복지 공 학생들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정 으로 평가하는지에 한 인식수 에서 두 집단(기

독교인, 무교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이들이 모두,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많은 사회복지 공자들로서, 사회복지조직의 비리에 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알린 내부고발자에 한 평가도 유사한 수 에

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유의한 향을  수 있는 사회  책임성과 옹호개입의지수 을 비교해 보았

을 때, 기독교인들이 사회  책임성이 더 양호하고, 사회  약자를 옹호하고자하는 의

지 한 더 분명한 것으로 밝 져, 기독교인들이 무교인과 비교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경우, 사회  책임성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사회복지조직의 

내부자에 해 보다 정 인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무교인의 경우, 이들의 사회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자에 한 정 인 평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회  약

자를 해서 옹호개입하려는 의지가 분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따라서 무교인의 경우,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가 약할 

경우,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해 정 인 인식을 가지기 어렵다는 사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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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인 사회복지 공 학생과 무교인 사회복지 공 학생의 행동양상의 차이 으로 

간주할 수 있다. 종합요약해보면, 사회복지 공 학생의 종교배경(기독교 유무)에 따

라 사회구성원에 한 사회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미

치는 직 효과와 함께, 옹호개입의 매개효과가 상당히 상이한 양상을 가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주요 사실을 토 로, 사회복지  함의를 모색하고 논의

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 학

생들을 상으로 내부고발 발생을 방하고, 잘 처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에 심

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교육의 실효성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밝 진 바가 있

다(Caillier, 2017). 련 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때,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실증자료

는 물론, 본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사회복지 공 학생들에게 일반 으로 용할 수 있는 ‘보편성’에 기 한 내용

(내부고발에 한 올바른 인식정립, 내부고발 동기강화, 효과 인 내부고발을 한 효

능감 강화, 사회  책임성 향상,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 의지 강화 등)이 충실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가하여,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

자에 한 인식에 향을 주는 련요인들의 양상이 기독교인과 무교인 간에 유의하

게 상이하다는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에 근거하여, 두 집단(기독교인 집단 Vs. 

무교인 집단)간의 차이(difference)와 각 집단의 성(salience)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

로그램을 계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료분석 결과, 기독교인 사회복지 공 학생의 경우, ‘사회  책임성’을 가지

는 것만으로도,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자(insider)에 한 정  평가

가 가능하지만,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호감으로 직 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무교 집단에

서는 ‘옹호개입의지’를 매개(완  매개)로 하여,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해 

정 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견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회복지 공 학생에게는, 이들의 옹호개입의지를 강화시

키는 것이, 내부고발자에 해 정 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매우 효과 이라는 실천

 함의(practical implications)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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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을 지닌 교육 로그램 내용은 련 교과과목( : 사회복지실천윤리 둥)과 

목하여 정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학에서 공식 인 교과과목에서 특정종교를 가진 학생(기독교 학생)을 상으로 교육

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기독교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독교인을 상으로 한 교육

로그램은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기독교 학  신학 학에서 혹은 일반

학의 기독교인 교수들과 연계하여 계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학에서의 기

독교인 사회복지학 공 학생들 상으로 교육 로그램은 특강이나 비교과 로그

램으로 운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학내 기독교 신우회 등과 연계하여 진행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학에서 계발한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 순기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장에도 보 하여 사회복지조직에서도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계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조직 기 , 시설, 단체 등

이 지 않다. 기독교인 사회복지 공 학생을 상으로 계발된 교육 로그램은 사회복

지조직의 기독교인 직원들, 특히 처음 입사한 직원들을 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 상자인 사회복지 공 학생들이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묵

인하는 것에 한 비 인 인식은 높지 못하 다. 이들이 졸업 후 활약할 사회복지조

직에서도 내부고발의 순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미래의 사회복지사

인 사회복지 공 학생들을 상으로 내부고발 교육 로그램을 비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Caillier는 내부고발교육을 통해 내부고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역기능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 인 효과로 두 가지를 지 한 바 있다. 그 하나는 내부고발

교육을 통해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조직의 비리를 밝히는 노력을 인정하고, 내부고

발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신호(signal)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피고용인들은 

지지받고 있음을 느끼고, 자신의 직장조직에 피해를 입히는 비리행 를 보고할 수 있

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신호이론(signal theory)에 근

거하고 있다(Caillier, 2017: 10). 부가하여, 내부고발교육에서 익명의 채 을 통한 내부

고발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내부고발을 상사나 직장내부에 알릴 수도 있지만

(internal whistle-blowing), 공공기 , 혹은 내부고발을 할하는 정부기  등 조직 외

부에 알릴 수도 있다(external whistle-blowing)(Cailier, 2018: 10).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채 을 통해 알리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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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이 익명의 채 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가 비리를 보고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고발로 인한 보복행 를 일 수 있다. Caillier가 제시한 이러한 교육내용

은 사회복지 공 학생들을 상으로 한 교육 내용에서도 용해 보고, 교육의 효과

성을 평가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연구과제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Cailier, 2018).

넷째, 사회복지조직에서 내부고발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해서는, 조직의 구성원들

이 내부고발의 순기능에 한 공감과 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리 연루자에 한 문책과 징벌이 따를 수 있는 내부고발을 한다는 것은, 

조직에 속한 내부자로서 심리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 으로 사

회복지실천가들은 타인이 겪는 어려움에 잘 공감하고, 배려하며 지지해주는 역할에는 

익숙하다. 반면에 모순, 갈등 는 문제를 지 하면서 직면(confrontation)하는 역할에

는 심리 으로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공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교육 로그램 개발 시, 내부고발에 한 부정 인 정서  감정(죄책감, 혼란스

러움, 두려움 등)을 잘 다룰 수 있는 로그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내

부고발과 련하여 개인이 느끼는 부정 인 정서를 다루기 해서는, 선행과제로 “내

부고발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다. 사

회복지 공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내부고발자가 착할 수 있는 윤리 인 딜

마를 어떻게 처할 것인지에 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컨 , 회계사(Sherron 

Watkins)의 내부고발로 Eron과 같은 거  에 지 기업도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기도 하 다(the Guardian, 2003.6.21). 실직한 많은 사람은 내부고발자를 비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고발자의 어떠한 웅주의(heroism)도 입증되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내부고발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자신이 다

닌 직장(회사, 조직)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falsified profit)을 얻어냈다는 사실(fact)

일 것이다(Bosupeng, 2017: 24).

사회복지 공 학생들을 상으로 내부고발 교육을 진행할 때, 이들에게 자신이 내

부고발을 고려하거나, 내부고발자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부정 인 정서(죄책감, 분노 등)를 표출하도록 격려하고, 상호 피드백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수평  자기개방(self- disclosure)이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자조집단 성격의 소집단 토론을 장려하는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부부고발자를 보는 개인의 평가는 ‘조직의 배신자’부터 정의(justice)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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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순교자’가 된 사람까지 매우 다양하다. 내부고발에 한 개인의 평가는, 

다양한 요인들( : 내부고발사안, 개인  특성, 조직에서의 치, 조직문화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이 지닌 ‘다양성’과 ‘가변

성’(Miceli and Near, 1992: 51, 박 국 외, 2001: 110 재인용)을 반 하여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로그램 개발자 는 진행자는 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풍부한 토론주제

를 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공 학생들이 학에서 제

공하는 교육을 통해서, 는 술한 특정 목 을 해 마련된 교육 로그램에 참여하

면서 학습되고, 내면화된 가치체계는, 졸업 후에 활동할 새로운 공간인 사회복지조직

(기 , 시설, 단체) 안에서도 반 되어, 실천지혜로서, 행동규범의 거 틀(reference)로

서 구조화되어 작동될 수 있기를 기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인식을 연구함에 있어서 주요 련요인들 간의 상 계, 는 단선 인 인과 계 규

명이 지닌 방법론  한계 을 극복하여,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 계에 한 보다 명확

한 이해를 해서, 직 효과, 매개효과와 함께 조 효과를 함께 실증 으로 규명해 볼 

수 있는 역동 인 분석을 시도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과 무교인들 간에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수 에서는 비록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지만,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인식에, 사회  

책임성  옹호개입의지가 미칠 수 있는 직 효과 는 매개효과는, 두 집단(기독교인 

Vs. 무교인) 간에 상이한 양상이 있음이 밝 져, 종교배경(기독교 유무)을 고려한 효과

분석의 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설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가 가진 작은 기여 과 의의도 있지만, 본 연구의 목   설문내용의 

제한 으로 인한 한계  한 지 않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을 평가하는 도구(척도)는단순히 척도문항에 근거한 응답자의 평가형식이 아니었고, 

내부고발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상황에 한 설명과 정보를 응답자들에게 제공한 후, 

제시된 구체 인 상황에 한 평가를 하도록 하 다. 이것은 내부고발자에 한 평가

에 한 구체 인 상황과 배경에 한 정보 없는 상황에서의 평가에 비해 평가 내용

에 한 객 성을 높일 수 있는 정 인 면을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복

지조직의 내부고발 상황은 특정 상황에 한 평가라는 지 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록 

실에서 비교  빈번히 발생하는 형 인 사례를 토 로 시나리오 내용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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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내부고발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성과 가변성을 생각할 때, 특정상황 심의 내

부고발에 한 평가를 일반화하는데는 명백한 한계 을 가진다. 본 연구의 상을 기

독교인과 무교인에 한정한 것도 제한 으로 지 할 수 있다. 기독교와 타종교( : 불

교)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동시에 주요 종교가 공통 으로 강조하는 보편 인 가치와 

가르침이 있다는 측면에서, 내부고발에 한 인식에 한 후속연구는 기독교인과 타종

교를 가진 사람의 특성에 응양상의 차이를 체계 으로 규명해나가는 연구의 확장성

을 기 한다. 그리고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간과한 내부고발에 한 인식(평가)

에 유의미한 향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다양한 심리특성, 조직문화, 제도  요

인 등등)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로 발 해나갈 수 있기를 기 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221

참고문헌

고길곤․조수연 (2012). 행수용도와 부패: 시민의 행수용도 향요인에 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46(3), 213-239.

[Ko, K. K. & Jo, S. Y. (2012).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Citizens’ Tolerance 

of Corrupt Practic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3), 213-239.]

김기범․김시업 (2006). 내부고발자에 한 지각. 한국심리학회: 사회  성격, 20(4), 

47-59.

[Kim, K. B. and Kim, S. U. (2006). Is the Whistle Blowing Behavior in Organization 

Just or Cooperativ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4), 47-59.]

박 국․주효진․김옥일 (2001). 조직내 내부고발에 한 인식유형 분석. 한국행정

학보, 35(1), 109-125.

[Park, K. K., Ju, H. J. & Kim, O. I. (2001). Analyzing the Perception Types 

regarding Whistle-Blowing within the Organization: An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5(1), 109-125.]

박흥식. (1991). 내부고발 (whistle-blowing): 이론, 실제, 그리고 함축  의미. 한국

행정학보, 25(3), 769-782.

[Park, H. S. (1991). Whistle-Blowing: Its Theories, Pratices, and Implication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5(3), 769-782.]

박흥식 (1999). 내부고발의 논리. 서울: 나남출 사.

[Park, H. S. (1999). Logic of Whistle-Blowing. Seoul: Nanam Press.]

신성자․이원  (2017).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내부고발에 한 정  인식  

부정  인식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평가에 미치는 향: 컨닝 고

발자에 한 평가의 매개효과와 통제능력의 조 효과를 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5(1), 63-88.

[Shin, S. J. & Lee, W. J.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work students” 

supportive or critical perceptions toward whistle-blowing on their evaluations 

for whistle-blowers within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valuation regarding blowing the whistle on exam 

cheat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bility to control.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5(1), 63-88.]

이동원․박옥희 (2003).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222  신앙과 학문. 22(3).

[Lee, D. W. & Park, O. H. (2003). Social psychology. Seoul: Hakjisa.]

이원  (2014). 사회복지기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에 미치는 

향. 한국사회복지학, 66(1), 333-361.

[Lee, W. J.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Donors' Utility on Their Intention 

for Donation Continuity Focusing on Private Contribution to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6(1), 333-361.]

이원  (2015). 사회복지기  개인기부자들의 이타행  노출경험이 기부지속노력에 

미치는 향: 사회  책임성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여부  주  경제형편의 조

효과 검증을 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181-212.

[Lee, W. J. (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Private Donors” Experience of 

Being Exposed to Altruistic Action on their Efforts of Continuing Sponsorship 

for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hristian Religious Affiliation and 

Subjective Financial statu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4, 181-212.]

이원  (2017).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컨닝에 한 인식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

고발자에 한 인식에 미치는 향. 학교사회복지, 38, 201-224.

[Lee, W. J.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ocial Welfare Students' Perception 

for Exam Cheating on their Perception for a Whistle-Blower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8, 201-224.]

이원 ․이희진 (2016). 사회복지조직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인 정신

 웰빙에 미치는 향: 후원 후 감사증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 효과

를 심으로. 신앙과 학문, 21(4), 75-104.

[Lee, W. J. & Lee, H. J. (2016). Effect of Private Donors' Utility on their Mental 

Health: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Increasing Gratitude after Donation and 

Moderation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Faith & Scholarship, 

21(4), 75-104.]

선  (2004).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가치  옹호의 계에 한 연구. 서

울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

[Jeon, S. Y. (2004). A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 social work educations, 

values and advocac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선  (2005).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한 사회복지교육과 옹호태도  략의 인

과 계. 한국사회복지학회, 57(4), 35-63.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223

[Jeon, S. Y. (2005). A Study of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Work 

Education and Advocac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ork Valu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4), 35-63.]

정수  (2005). 개인기부자의 기부 여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성균 학교 석사학 논문.

[Jung, S. Y. (2005).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Donation Involvement Levels 

of Donors. Maste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조학래 (1996). 자원 사활동이 청소년이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향연구. 연세 학교 박사학 논문.

[Cho, H. L. (1996). A Study on the Effect of Volunteer Activities on the Self- 

Identity and Mor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홍세희 (2009). 고 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6: 구조방정식모형 . 서울: S&M 

리서치그룹.

[Hong, S. H. (2009). Advanced Research Methodology Workshop Series 6: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Beginners. Seoul: S&M Research Group.]

Abramovitz, M. (1998). Social work and social reform: An arena of struggle. 

Social Work, 43(6), 512-526.

Ashforth, B. E. and F. Mael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20-39.

Bagozzi, R. P. and Y. Yi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Barnett, T. (1992). Why Your Company should have a Whistleblowing Policy. 

SAM Advanced Management Journal, 57(4), 37.

Bosupeng, M. (2017). Whistle Blowing: What Do Contemporary Ethical Theories 

Say?. Studies in Business and Economics, 12(1), 19-28.

Caillier, J. G. (2017). An examination of the role whistle-blowing education 

plays in the whistle-blowing process. The Social Science Journal, 54(1), 4-12.

Crabtree, C. R. (2000). Who We Really Are: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Attainment and Social Work Value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Curran, P. J., S. G. West and J. Finch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224  신앙과 학문. 22(3).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Elliston, F. et al. (1985). Whistleblowing Research: Methodological and Moral 

Issues. NY: Praeger Publishers.

Fornell, C. and D. F. Larcker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ed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9-50.

Cohen, J. and E. L. Struening (1962).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in the Personnel 

of Two Large Mental Hospital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4(5), 349-360.

Greenberger, E. (1982). Education and the Acquisition of Psychosocial Maturity. 

The Development of Social Maturity, 155-189.

Harbison, J. R. (1991). Value Orientation and Career Aspirations of Those 

Pursuing an MSW Degree: Does the BSW Make a Differen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Haynes, K. S. (1998) The One Hundred-Year Debate: Social Reform versus Individual 

Treatment. Social Work, 43(6), 501-509.

McClelland, D. C. (1982). What Behavioural Scientists Have Learned about How 

Children Acquire Values. In D. C. McClelland (Ed.). The Development of Social 

Maturity. New York: Irvington Press.

Miceli, M. P. and J.P. Near (1992). Blowing the Whistle: The Organizational 

and Leg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and Employees, Lexington Books.

Mickelson, J. S. (1995). Advocacy. In Edwards, R. L. (Ed.),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ume 1(pp. 95-100). Washington, DC: NASW Press.

Neal, Sister M. A. (1965). Values and Interests in Social Chang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Near, J. P. and M. P. Miceli (1985). Organizational dissidence: The case of 

whistle-blow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4(1), 1-16.

Pfeffer, J. (1982).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 Theory. MA: Ballinger Publishing 

Co.

Radian, E. (2000). Social action and social work education in Canada. University 

of Calgary.

Reamer, F. G. (2000). Social Work Values & Eth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Rizzo, J. R., House, R. J. and S. I. Lirtzman (1970). Role Conflict and Ambiguity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225

in Complex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5(2), 150-163.

Schneider, R. L. and L. Lester (2001). Social Work Advocacy: a New Framework 

for Action. Brooks/Cole.

Schumacker, R. E. and R. G. Lomax (2004).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sychology Press.

Shrout, P. E. and N. Bolger (2002). Mediation in E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Specht, H., and M. E. Courtney (1994). Unfaithful Angels: How Social Worker 

has Abandoned Its Mission. New York: Fress, MacMillan.

Tajfel, H. and J. C. Turner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33-47). Monterey, CA: Brooks/Cole.

Tajfel, H. and J. C. Turner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W. G. Austin and S. Worchel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2nd ed.) (pp. 7-24). Chicago: Nelson-Hall. 

Turner J. C. (1982). Towards a Cognitive Redefinition of the Social Group. In 

H. Tajfel (Ed.). Social Identity and Intergruop Relations (pp.15-40).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Turner J. C. (1985). Social Categorizations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 J. Lawler & B. Markovsky (Eds.) Advances 

in Group Processes: Theory and Research. 2, (pp.77-122), Greenwich, CT: JAI 

Press.

구일보 2017. 5. 14일자. “인권 유린ㆍ각종 비리 근 …내년 장애인 거주시설 폐

쇄.” http://www.idaegu.com/?c=6&uid=363302. (검색일 2017.07.01)

[“Human rights violations, various irregularities ... Closed residential facility for 

the disabled next year”, Daegu Il-Bo (2017.5.14.). 

Retrived from http://www.idaegu.com/?c=6&uid=363302 (2017.07.01)]

the Guardian(2003.6.21.) “Sherron Watkins, Enron whistleblower”.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03/jun/21/corporatefraud.enron (2017.08.17)



226  신앙과 학문. 22(3).

논문초록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원  (창신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희진 (한동 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교수/교신 자)

본 연구는 구  경북지역에 치한 6개 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하는 학생

(832명)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사회

복지를 공하는 학생들의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한 인식

에 사회  책임성이 미치는 직 효과 직 효과,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 그리고 기

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의 조 효과를 실증 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자료분석

결과 밝 진 주요 발견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집단은 무교 집단보

다 ‘사회  책임성’ 수 과 ‘옹호개입의지’ 수 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

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부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기독교인 집단은 ‘사회  책임성 결여→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경로, ‘사회  책임성 결여→옹호개입의지’, ‘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경로가 모두 유의하 다. 즉, 사회  책임성이 결여될수록 내부고발자에 해 

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 사회  책임성이 결여될 수록, 옹호개입의지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옹호개입의지가 강할 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해 보다 

정 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밝 졌다. 그러나 사회  책임성 결여가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미치는 향에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셋째, 무교집단의 경우, ‘사회  책임성 결여→옹호개입의지’ 경로와 ‘옹호개입의

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경로는 유의하 지만, ‘사회  책임성 결여→조직

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무교집단의 경우, 사회  책

임성 결여가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직 으로는 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옹호

개입의지를 완 매개(full meidation)로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

독교 유무에 의해서, 사회  책임성 결여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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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과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어, ‘기독교 유

무’의 조 효과가 입증되었다. 주요 발견 을 토 로 실천  함의를 논의하고 제시하

다.

주제어 : 내부고발,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전공, 사회적 책임성, 옹호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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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eeply the experiences of menopausal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in local churches and to reveal its meaning and 
structure. For this purpose, 8 middle-aged women in local churches experiencing 
menopausal depression are presented with specific cas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nalysed them. As a result, six components and sixteen subcomponents were derived. The 
six components that were derived were ‘the uncontrollable change of the body’, ‘the heart 
that does not conform to my will’, ‘the pain that is going down,’ ‘burden of heart that must 
be taken as a Christian’, the ‘Energy of helpful’ and ‘A religious support’. The categories 
of ‘uncontrollable changes in the body’ and ‘the heart that does not conform to my will’ 
were found to be difficult due to physical symptoms. The psychological and religious 
difficulties appeared in the categories of ‘the pain that is going down’ and ‘burden of heart 
that must be taken as a Christian’. And the categories of ‘Energy of helpful’ and ‘A religious 
support’ are overcoming by the power of family and faith.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a 
concrete plan for the role of education and specialists in overcoming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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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고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지역사회의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강종 , 

2011),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돌 과 심을 필요로 

하는 어떤 역기능 인 상황도 함께 가져온다(안선 , 2010). 한 교회가 교인들이 자

율 이고 성숙한 인격으로 교회 내 여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교인

들로 하여  자아성취의 길을 열어 놓았을 때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년기 교회 여

성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며, 자아실 도 가능한 것이다(조지행, 2002). 

더욱이, 한국교회의 양  발 을 이룬 것에는 교회 구성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

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으나(이원규, 1994), 교회의 제도와 구도가 개인  가족의 성

장을 한 복지를 비롯해 여성의 문제와 요구에는 심이 부족하다(조지행, 2002). 따

라서 한국교회  다수가 년여성이라는 에서 년 여성의 우울증 문제는 교회

도 외가 아님을 알고 이 문제의 해결을 한 교회  차원의 심과 지도가 있어야 

한다(성진희, 2016).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의 3억명 가량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2005년과 2015

년 사이에 18% 이상 증가 하 다고 보고 하 고(WHO, 2017), 2016년 우리나라 우울

증 환자는 61만3000명으로 체 국민의 1.5%를 차지했으며 이  여성이 46만9000명으

로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보건복지부, 2017).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5) 통

계 자료에서는 50세 이상 69세 이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3배가 넘는 비율로 우울

과 련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년기 여성은 년기에서만 발생하

는 변화와 혼란, 그리고 신체 으로 갱년기와 폐경을 경험하며, 가정과 사회에서도 다

양한 역할의 변화로 인해 우울증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김하나, 2009). 그러므로 

년여성의 우울증을 병리 인 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 한 반 인 이

해가 필요하다(문상정, 2013: 105-128). 

정신장애의 진단  통계 편람(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s, DSM 5)에 따르면 우울증은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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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있으며 주요우울장애란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 는 흥미나 즐거움

의 상실과 함께, 체 이나 식욕의 변화, 피로, 무가치감, 반복되는 죽음에 한 생각 

등의 증상들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직업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APA, 2013). 

갱년기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양상은 주로 여성의 40〜50  갱년기에 주로 나

타나며, 주요우울장애의 증상 이외에 실제 경험하는 증상으로 조, 격정, 심한 건강염

려증, 후회, 죄책감, 망감, 편집성 성향, 우울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병  성격이 

하고 민하며, 강박 ․양심 이고 융통성이 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특징을 보인

다(최명숙, 2002).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우울증 혹은 우울한 정서로 고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우울증의 문제는 종종 인 병, 마귀 

역사, 귀신들림 등에 귀인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심상권, 1996), 

Mark R. McMinn(1995: 230-235)은 신앙인들은 우울증에 걸릴 경우, 그것을 마치 자신

이 도덕 으로나 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그것을 드러내려 하기 보

다는 숨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자기 자신을 무자비하게 자책함으로써 더 큰 고

통을 겪게 된다고 하 다. 한 황 호(2009)는 사역하고 있는 교회 년여성 성도 50

명을 상으로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76%(41명)라고 하여 실제 우울증으로 진단받거

나 치료 받지 않았더라도 증상 경험으로 고통받는 년여성에 해서 논하 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을 부인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데 이는 우

울증에 걸린 것이 반드시 으로 잘못 다고 생각 하는 등의 우울증에 한 이해가 

없으며 편견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죄악시하여 치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David A. Seamands, 2001). 우울증은 증상이 심해지면 자학 인 행동이

나 자살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권석만, 2000)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자에 한 

한 근이 필요하며, 교회는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성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

어나 다각 인 분야에서 교인들의 가정과 혼을 돌보아야 할 시 에 이르 다(조지

행, 2002). 

이러한 년여성을 돕기 한 한 방안으로 문 상담이 가능한 정신과 의사, 심리 상

담가를 비롯하여 목회자나 교구 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다. 교구간호란 교구간호사가 신

앙과 건강이 통합되도록 최 의 안녕을 유지, 증진하도록 돕는 사역으로(Westberg, 

1990), 일부 교회에서는 교구간호를 통해 교인들의 건강유지 증진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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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지만 교구간호에 한 인식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손수경 외, 2002: 182-196).

그러므로 년여성들의 우울증을 극복하고 도와주기 한 교회 내에서의 상담 로

그램이나 서비스를 비롯하여 우울증 방 교육  문가 역할에 한 구체  방안을 

제안하기 해 지역교회 년 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본질  의미와 우울의 과정

을 이해하는 것은 요하다.

따라서 지역교회 년 여성의 독특한 경험이나 삶의 총체  상황에 한 탐구를 통

해 갱년기 우울의 경험을 잘 이해하기 해서는 구체  사례를 심층면담을 통해 제시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교회 년여성의 갱년기 우울경험에 하여 이해한 후, 그에 

따른 교회 내에서의 지지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역교회 년 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도하 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지역교회 년여성이 겪는 갱년기 우울의 경험을 심층 으로 탐

색하여 그 의미와 구조를 밝히기 함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년기란 성장 발달과정에서 인생의 환 으로 간주되는 시기로 여성의 경우 년

기가 생애주기 에서 매우 하고 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김은경․

이경혜, 2012: 1043-1057). 부분의 년 여성들은 이 시기에 폐경을 맞게 되며 폐경

을 후로 하여 여러가지 신체 , 심리  증상들을 겪게 되는데 이 시기를 갱년기라고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폐경은 일반 으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일어나며 년 여성

의 50% 이상에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송애리, 2005: 12-19).

갱년기에 겪는 년여성 건강문제는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사회 , 정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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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이 나타나므로 세심한 리가 필요하다(김순안, 2010). 갱년기 증상으로는 난소에

서 배란이 지되고 호르몬이 감소하는 생물학  변화와 함께 정서, 사회  변화가 복

합되어 나타나는데 주로 홍조와 발한, 심계항진, 수면장애, 근골격계 통증, 배뇨장애, 

신경과민, 우울 등이 나타나며(이경혜 외, 2011: 239-252), 이외에도 여러 신체 , 생리

 변화에 한 감, 불안, 자녀 독립에 따른 역할갈등, 상실감으로 자아의식의 

기, 고립, 축 등 정서  문제를 일으켜 심하면 갱년기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한다(최

심 외, 2008: 335-345). 

년여성의 우울증은 생각하는 것이 느려지고 신체활동 감소, 죄책감, 망감에 사

로잡히며 수면장애 등이 나타난다(Lauren, 2006). 특히 년기는 권태, 쇠약해져가는 

활력, 결혼의 기, 변화하는 가치  등과 싸우게 되는 시기로써(Garry R. Colins, 1991)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기 쉬운 증상이 바로 우울증이며, 이 우울증은 남자보다 여자

에게서 유병율이 2배정도 더 높다(권석만, 2000). 특히 40∼50  년여성의 우울증은 

단순히 심리  원인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부재에 따른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고통이 더욱 가 되어 나타난다. 우울증을 겪는 년여성이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하지 않게 되면 반복 이고 만성 인 증상들로 발 할 수 있게 되어 자살

과 같은 극단 인 자기 괴  행동  심리사회  기능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김교

헌, 2004). 이러한 우울증은 흔히 일상생활에서 슬  감정 상태와 심각한 정신병  상

태로 설명되어지는 증상으로 정신과에서 가장 흔한 증상  하나이다. 우울증의 증상

은 간혹 한 번씩 일어나거나, 일어나더라도 이내 사라지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우울한 기분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 자신을 지배하고, 강도가 극에 달하면 죽음에 이

르게까지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의 보고자료  우울증 진료 황에 의하면 

제 연령  40∼60  년여성이 진료 황이 44%로 보고되었다 . 따라서 이 시기

의 우울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갱년기 증상은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기독교 중년여성의 우울 경험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년기에 들어서 주로 발

생하는 기이다(김 희, 2007). 이러한 우울증의 문제는 한국교회 구성원의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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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이며,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교회에서 추 인 역할을 하는 연령 의 부분

이 년여성이라는 에서 교회도 외가 아니다(성진희, 2016). 

나경인(2004)은 우울경험이란 우울한 기분과 사고력이 떨어짐으로 평소에 어려움 없

이 하던 일에 많은 에 지가 소모되는 정신 운동 하, 불안, 조감, 불면, 체 감소 

등이 나타난다고 하 다. 년 여성을 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서도 우울은 고통을 

수반하며, 증상도 오로지 자신만이 알 수 있으며, 기묘하고 포착하기 어려워 로 표

하기도 어렵고, 처 하여 이것을 직  경험을 하여 본 사람이 아니면 깊이 알 수가 

없고, 울 함이 조  깊어진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월한 심각한 상태인 것이라고 하

다(오강섭, 2007).

김형숙(2008)은 교회내에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기독인들이 5%라고 보고하 고, 

년 기혼여성의 우울은 남성, 청소년, 노인 여성의 우울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하 으며(김춘경, 2011: 25-51), 이미라(1994: 623-634)의 년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여성보다 갱년기 증상

호소가 낮았고, 기독교와 천주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무교와 불교보다 갱년기 증상

호소 수가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고하여 신앙의 요성을 지 하 다(권숙희 외, 

1996: 172-186). 이는 교회 구성원은 잠재된 능력을 종교 활동을 통해 발휘할 수 있으

며 종교 활동이 자신의 사회  의미와 내  의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

함을 감안할 때, 교회 내 사를 비롯한 년기 여성의 종교 활동은 년기 응을 돕

는 바람직한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명자, 1998).

지 옥․김미경(2013)은 아 라함, 모세, 야곱, 엘리야와 같은 성경의 인물도 

우울증을 겪었을 것으로 보았다. 기독교인도 다양한 원인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고

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질병을 신앙 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생

각하여 치료를 받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않고 숨기게 된다(정병태, 2012). 문가나 신

앙공동체가 미리 개입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도, 체면상, 직분상 인정하지 못하다보

니, 곪아 터질 때까지 본의 아니게 은닉하게 되어 더 이상 돌이키거나 치유가 불가능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김 희, 2007). 한 여성 우울증 환자가 더 많은 이유는 

아직까지 남성 심의 사회문화가 우리사회 속에 뿌리 박  있어 여성이 평가 하 됨

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감정과 의견을 타인에게 맞추

려 하는 여성의 특성이 작용하기도 한다(박 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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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울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만큼 가벼운 증상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괴 인 질병으로 발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Archibald D. Hart, 

2000). 이 게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을 잘 처하지 못하면 신앙자체를 포기하기도 하

며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일부 교회에서는 우울증 혹은 우울한 정서로 

고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그들 스스로가 우울증을 겪는 것이 믿음이 없어

서 그 다고 치부해 버리는 주 의 인식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상은 우울증

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이를 더 숨김으로 인해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우울증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성진희, 2016). 

그러나 한국교회 개신교 목사 5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에서 80.6%가 정신

질환을 인 병 는 마귀역사나 귀신들림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기독교인은 차 증가하고 있다(정병태, 2012). 이로 인해 목회 장에서 우울증에 

한 이해부족 는 잘못된 인식, 잘못된 방법으로 근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황 호, 2009). 교회의 요하고 힘든 일의 부분을 년기의 성도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년기 우울증을 인 측면으로만 근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최윤형, 2009).

김 희(2007)는 크리스천 우울증의 특징을 감정의 부정, 혹은 은닉, 과도한, 혹은 잘

못된 죄책감, 망감, 소망없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연 인 힘도 필요하지만 신앙공동체의 평신도와 

사역자를 활용한 심과 후원이 실히 필요하다고 하 다. 숙쉬로키(2009)는 목회 

차원에서 우울증 상담을 무나 간략하고 조속하게 해결 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지 하면 우울증에 한 상담은 문성이 요구되는 상담이며, 한 지속 인 돌 이 

요구되는 상담이라고 하 다.

성진희(2016)는 년 여성이 우울증을 겪는 이유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 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교회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 로 수용되지 않고 이

러한 문제의 개선을 한 교육 로그램이나 연구가 미비하다고 지 하고 있으며, 황

호(2009)는 사역하고 있는 교회 년여성 성도 50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76%(41명)이며, 개인으로 시작되는 어려움이 개인이 속해있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까지 그 향력이 확 되어 고통 받는다고 설명하 다.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은 우울증을 동반하며, 교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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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여성들도 비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경험하지만 목회자들의 잘못된 인식

과 교회내에서 잘 수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났으며, 개인의 어려움이 교회 공동

체에까지 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회내 우울증 상자의 상담은 

문성이 요구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년 여성들을 상으로 갱년

기 우울의 경험을 연구한 질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 분석을 통해 교회내 많은 

년 여성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겪는 우울의 경험이 구체 으로 제시 될 것이며, 이를 이

해하는데 필요한 구체 인 자료가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본질을 발견하고 내면 깊숙이 깔려있는 

경험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기 하여 질  연구  Giorgi(1985)의 기술  상학  

연구방법을 이용한 사례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의도  표집방법으로 연구의 목 을 하여 갱년기 우울경험에 

해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수 있는 사례들을 세 가지 기 으로 선정하 다. 첫째 

기 은 지역교회에 1년 이상 출석하고 있는 40세∼65세 사이의 년여성으로 하 고, 

본 연구에서 지역교회란 부산, 경남지역내의 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를 말한다. 둘

째 기 은 평소 폐경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갱년기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스스로 표

한 상자로 하 다. 셋째 기 은 앞의 기 에 해당하는 상자에게 미리 화를 걸

어 인터뷰의 취지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동의한 상자들  우울정도를 악

하기 해 국내외에서 리 쓰이고 있는 우울증 선별 검사도구  Beck의 우울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로 우울증을 측정(신호철 외, 2000: 1451-1465)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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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I 수가 10이상인 경우를 상으로 하 다. Beck은 BDI 수 0∼9 을 정상, 10∼

15 을 경도의 우울증, 16∼23 을 등도의 우울증, 24∼63 을 심한우울증으로 분류

하 다(Beck, Aaron T.1967). 한 면담시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 한 후 허락을 

받아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할 것에 동의한 자들로 선정하 다.

따라서 최종 연구참여자는 총 8명이었다. 표본 수에 한 엄격한 규정은 없지만, 유

사한 특성을 가진 상으로 심층자료를 수집할 때는 6∼8명의 단 가 하다고 하

다(Kuzel, 1992: 31-44).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57.4세 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7명, 이혼이 1명 이

었고 직업이 없다가 5명, 직업 있다가 3명 이었다. 교회 직분은 집사가 4명 권사가 2

명, 도사 1명 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ge(yr) Marital status Employment Church officer BDI Score

Participant 1 54 divorce no deaconess 34

Participant 2 61 married yes
senior

deaconess
11

Participant 3 52 married yes deaconess 28

Participant 4 54 married no deaconess 13

Participant 5 57 married no junior pastor 19

Participant 6 63 married no
senior

deaconess
19

Participant 7 65 married no
senior

deaconess
26

Participant 8 53 married yes deaconess 12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2월 8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약 2개월이었으며 면담

에 소요된 시간은 60-90분이었고 주요 질문은 “ 년여성으로서의 갱년기 우울 경험은 

어떠합니까?”로 개방 이고 비구조  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있는 그 로의 경험

을 이끌어 내고자 했고, 참여자의 진술내용에 따라 보충질문을 이어나갔다. 부가  질

문 내용은 “ 년여성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은 무엇입니까?”, “ 년여성으로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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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되는 은 무엇입니까?”, “갱년기 증상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갱년기 우울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갱년기 우울로 

인한 마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갱년기 우울의 증상은 신앙생활에 

어떠한 향을 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갱년기 우울증상을 겪는 자신

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면담은 자료가 포화되어 각 참여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 

다고 단될 때까지 진행하 고. 면담 도  연구자의 편견이나 주 인 해석이 개 입

되어 참여자의 진술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자 스스로가 참여 찰자의 입장 을 

유지하기 하여 노력 하 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 고 녹음된 

내용은 참여자가 표 한 그 로의 언어로 필사한 후 녹음테이 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원 자료의 내용과 비교하 다.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하여는 다음 면담시 재

확인하거나 화를 이용하여 참여자에게 확인하면서 면담 내용의 정확 성을 확보하기 

해 노력하 으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순환 으로 진행되 었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1985)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분석하 다. 첫째, 참여자의 진 술

을 이해하기 하여 면담내용을 있는 그 로 수차례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 다. 둘째, 

기술된 내용에서 표 양식과 어휘는 다르지만 지역교회 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

과 련 있는 의미를 추출하 고 총 8명의 참여자로부터 65개의 의미단 가 도출되었

다. 이를 참여자의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로 분류 하 다. 셋째, 주제를 구체화시

키기 하여 참여자가 경험한 심의미를 연구자의 언어로 바꾸어 기술하 다. 넷째, 

각 심의미를 통합하여 참여자의 에서 악된 경험의 의미인 상황  구조기술을 

하 다. 마지막으로, 상황  구조기술을 통하여 체 참여자의 에서 악된 일반

 구조기술을 수행하 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 6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

으며, 하 구성요소로는 16개가 도출되었다.

상학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자의 주 인 단이나 편견 없이 참여자들이 실제 

경험하고 이해하는 모습 그 로를 밝히고 서술하고 해석하는 것이 요하므로 연구 

자 자신의 철 한 사 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들은 질  연구 방법론에 한 기본

지식과 깊은 심을 가지고 질  연구 학회  질  연구 콜로키움을 통해 질  연구

에 한 교육을 받았으며 정신보건간호사로서 10년 이상 정신과 임상 장에서의 경

험과 정신간호학 강의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 참여자의 경험을 의미하는 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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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미를 연구자의 언어로 규명하는 과정에서 도출에 한 객 성과 타당성 확보를 

하여 국문학 공 교수 1명과 간호학 교수 1명의 자문을 받았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부산 역시 소재 K 학교 기 생명윤리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연구심의승인(승인 번호: KU IRB 2017-0005)을 받은 후 진행되었고, 연구자는 

면담이 시작되기 에 연구의 목 과 진행과정, 주요 질문, 면담 시간 등에 해 사

에 설명하고 참여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스스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도록 했다. 자료의 락을 방지하기 하여 면담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한 허

락을 받았으며 메모나 필사 시에는 개인 정보는 기입하지 않을 것이며, 수집된 음성 

일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 노트북에 잠 장치를 하

여 3년 동안 보 하고 보안과 련된 모든 사항은 연구자가 직  리할 것이다. 연구

자는 연구 자료를 오직 학술 인 목 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자료 분석을 마친 후에는 

녹음된 자료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구 삭제하고 필사자료는 분쇄할 것을 참

여자에게 설명하 다. 그리고 면담 장소와 시간은 참여자가 원하고 편안한 곳으로 선

택할 것임을 미리 설명하 고, 면담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지 하 다. 면담 

도 에도 참여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자발 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 다. 한 참여자

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개인 신분에 한 비  보장을 해 익명 처리할 것

에 하여 자세히 설명하 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역교회 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구조는 ‘통제 할 

수 없는 신체의 변화’, ‘내 뜻 로 되지 않는 마음’, ‘꺼져가는 듯한 아픔’, ‘기독교인으

로서 져야 하는 마음의 짐’, 이겨낼 수 있는 힘’, ‘신앙이 버 목이 됨’의 6개 구성요소

와 16개의 하 구성 요소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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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vedexperience of menopausal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in local 

church

Category Sub-Category

The uncontrollable change of the body

Sudden change of body 

Unexplained pain in the body

Can not sleep comfortably

The heart that does not conform to my will

Feeling helpless to sink to the floor

Head is hollow and not concentrate.

A life without vitality

Uncontrolled emotion

The pain that is going down

Uncomfortable sadness

Old memories remain as scars

Thinking of Death by Yourself

Burden of heart that must be taken as a Christian
Judged as a religious matter

My self-righteousness

Energy of helpfull
Supported Family

Thanks for playing my role

A religious support
Positively sublimation

By the power of faith

1. 참여자의 상황적 구조 기술

(1) 통제 할 수 없는 신체의 변화

년 여성들이 겪는 갱년기 증상으로는 제일 먼  신체의 변화를 가장 많은 참여자

들이 호소하 다.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는 참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는데 그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남을 느끼고 호소하 다. 

이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몸에 열이 나는 느낌, 땀이 날 상황이 아닌데도 식은땀이 흘

러 힘들었던 경험을 했다고 하 다. 참여자들은 갱년기 증상을 겪는 동안 손발이 리

고 아 며 손가락이 뻣뻣하고 마디가 쑤시는 통증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두통을 호

소하는 등 실제로 신체의 통증이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잠을 들이기가 힘들거나 새벽에 

잠이 깨어 다시 잠을 들이지 못하여 다음날 힘들어하기도 하고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는 등 편안히 잠들지 못하여 힘들어 했다.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  241

① 갑작스런 몸의 변화로 인한 당혹스러움

참여자의 부분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신체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노화로 인해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 다.

갱년기인  몰랐지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스트 스 받쳐서 열나고 화나서 그러는  알았어

(참여자 1). 지 도 가끔 가다가는 한번씩 확 달아오르는 때가 있어요. 지 도...다른 사람은 갱

년기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는 왜 이 게 오래가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참여자 2). 워 있는

데 거짓말 안보태고 여기서 땀이 르륵 르륵 여기서 흘려지더라. 어떤 사람은 성가  앉아

서도 그런다는데 나는 워 있는데 한∼ 두 번 그러더라고 이게 온 몸에서 땀이 찜질방에 가면 

땀이 르륵 르륵 떨어지는거 있잖아 그러더라고 그것도 그 고  왜 이 게 체지방 분해가 

안되나.. 먹는게 소화가 안되면서 살이 더라고 나는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게 한 6개월 

거진 1년..작년은 무 힘들었는데(참여자4). 육십 에 들어선 내 얼굴을 보니 무 나를 가꾸

지 못하고 (한숨쉬며...) 망가져 있더라고 그때 우울감정이 려 온다는걸 느 지(참여자6). 아∼ 

한 오십  반쯤에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식은땀도 나고 괜히 얼굴...덥고... 무 얼굴에 열이 

오르고 땀이 나고 하니까 창피스럽더라니까...교회에서 기도회 마치고 어디 밥이라도 먹으러 갈

라치면 무 얼굴에 열나고 땀나고 하니까 남사스럽더라니까....(참여자7). 작년 가을에는 폐경까

지 경험하면서 내가 원래 추 를 많이 타고 땀 흘리는 일이 거의 없는데 폐경기를 겪게 되니 

얼굴은 열나고, 땀나고... 참 힘들더라고 몸과 마음이 다 힘들었지...(참여자8).

② 원인모를 신체의 통증

참여자들은 갱년기 증상을 겪는 동안 손발이 리고 아 며 손가락이 뻣뻣하고 

마디가 쑤시는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는 등 원인모를 신체의 통증을 호소하 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 여기 막 팔피테이션이  있으면서 이 손가락이 막 뻣뻣해 오는게 펴지

지도 않고 몸증상도 있고...그래서 무 무 슬퍼요. 숨이 잘 안쉬어 지면서 이 손가락들이 뻣뻣

해 져요 이쪽은 막 려오고 그다음 손발이 막 려오고 손가락 발가락이 뻣뻣해오고 그게 제

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15분쯤 가더라구요. 주무르고 증상이 완 히 없어질 때 까지(참

여자3). 손가락도 아 고 도 침침해 지고 나가기도 싫고... 무 안좋아 지니까 변화가 확 180

도로 오니깐 힘들 때만 여기 손발이 요런데가 려가지고 요 게 요런데 있잖아 왜 발가락 하

고 손가락 마디마디 이것 요 게 살짝 부딪히면 그걸 어떻게 표 을 못하겠네 가 으스러지는 

느낌이라고 해야될라나 발가락도 그러고( 상자4). 무 열 받고 화가 치 어 오르니까 스트

스 받아서 잠못자고 무 머리가 아 더라고....(참여자6).

③ 편안히 잠들 수 없음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잠을 들이기가 힘들거나 새벽에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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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 다시 잠을 들이지 못하여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는 등 편안히 잠들지 못하여 

힘들어 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요 근래는 잠못자는 거에요. 지  내가 새벽기도를 못나가요. 새벽기도 

갈려고 시간만 맞추면 내가 정신 으로 민한가 뭐를 하면 완벽주 라서 그런가 시간만 맞춰

놓으면 잠을 못자니까(참여자1). 새벽 서 시 정도 되면 잠이 펄떡 깨지면서 식은땀이 확 나고 

가슴이 무 무 더워지는거에요 그러면서 다시 잠들기도 무 무 힘들었고 인제 일어나가지

고는 새벽 한 세시반 네시 일어나가지고는 뭘 할 수 있는 상황의 머리도 안되고..(참여자3). 별

일도 아닌데 괜히 ○○이 아빠가 보기 싫고 볼 때 마다 무 스트 스 받으니까 화딱지가 나서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니까 밤새 잠을 못자니까 다음날 무 힘들고 머리가 아 고, 그라니까 

다음날 더 힘들고 속에서 열나니까  못자고...(참여자6). 가슴이 무 답답하고 생각이 많아지

니 잠을 못자겠더라... 밤새 잠을 못자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가서 수면제를 

좀 타다 먹었지... 지 도 푹 자지는 못해(참여자7).

(2)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

참여자들은 모두가 몸과 마음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한 무력감을 경험하 는데 아

무것도 하기 싫고 손도 까딱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이럴 때는 집에 가 오는 

것도 힘들다고 하 다. 마음도 공허하고 가라앉는 느낌이 들며 우울증 환자처럼 아무

것도 못하고 땅 아래로 꺼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머리가 멍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집 이 되지 않아 건망증 증세가 한번씩 나타나

기도 하여 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삶의 활기가 없어지고 사람 만

나는 것도 두려워 지며 의욕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하 다. 그러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

해지고 조 도 잘 되지 않아  같으면 쉽게 참을 수 있는 조그만 일에도 쉽게 짜

증내고 화내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 다.

① 바닥으로 가라앉는 무력감

참여자들은 체력이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도 까딱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

들다고 하며 아무런 의욕이 없다고 하면서 몸이 땅 아래로 꺼지는 것 같다고 하 다.

매사가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만나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기분은 완

히 쫙 가라앉았지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은데....집밖에 나가는 것도 쓰 기 버리러 가는 것도 귀

찮아 음식물 쓰 기 버리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하려고 몇날 며칠 생각하고 고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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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내가 웃긴거야(참여자1). 그냥 사람이 멍하게 이 나간사람처럼 순간 으로 멍해질 때

가 있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고 별로 삶의 즐거움도 없고(참여자2).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얼굴 벌게지고 땀이 확 나면서 등 기부터 땀나고 머리 에도 땀이 

 흘러 내리면서 땅 아래로 막 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되더라구요(참여자3). 일상생활이 불편하니까 뭐든지 기분도 침체되고 이러니까 좀 그

지 기분도 다운되고 그러니까 좀 안좋아 지더라고 내 몸이 힘들면 가 오는 것도 힘들고 자식

이 와도 내가 챙겨주고 이래 하다가 하니까 그것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서 퍼지고 그

러지(참여자4). 근데 그런 시어머니가 10년 에 막상 돌아가시니 내까지 맥이 확 풀리면서 무 

허무하고 무 공허하고 의욕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진짜 우울증 환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 워서만 지냈는데(참여자5). 내 나이 육십 되

도록 까지 나마 내한테 해 놓은게 뭔가 싶어 공허하고 마음이 착 가라 앉으면서 이상하더라고

(참여자6). 내를 해서 이  놓은거 하나도 없고...참 허무하네. 무 우울하고 힘드니까 맥이 빠

지더라고...(참여자7). 그땐 그냥 괜찮은 척 했는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었나  마음이 자꾸 가라

앉고 내가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하면서 형제도, 시부모님도, 친정아버지도, 남편도 다들 함께 늙

어가니 자꾸만 몸이 아 데가 생기고... 내가 신경써줘야 할 일이 계속 생겼지...(참여자8).

② 머리가 멍해 집 이 안됨

참여자들은 머리가 멍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집 이 되지 

않아 건망증 증세가 한번씩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다. 

한 번씩 나도 모르게 건망증이라고 하기 보다는 좀 그런게 있더라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정신..이 게 노년에 이르는 단계를 어들고 있다 그거를 생각하면 서 거라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거라(참여자2). 한번은 집 비 번호를 생각이 안나는 거라 걸 무의식 으로 

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비 번호는 다 러 봤는데 문이 안열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신랑

한테 화해도 통화가 안돼 큰딸도 안돼 둘째딸도 안돼 그래가지고 한두 시간인가 세 시간 밖

에 앉아 있었어(참여자4). 멍청이처럼 멍∼하게 라질 가서 정신없는 과정에 아들 죽음 확인하

고 장례 차랑 이것 것 정리하고 오는데...그때 무슨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왔는지...(한숨, 물 

흘리며)(참여자7).

③ 활기를 잃은 삶

참여자들은 체력이 떨어지고 집 력도 떨어지다 보니 삶의 활기가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며 의욕이 더 없어진다고 하 다. 

약속을 해 놓고 나면 다음날 되면 무 후회를 하는거야 내가 왜 만나기로 했지 셀모임하는 

것도 무 두렵고(참여자1). 여러 가지 생각차이 때문에 시어머니가 부담스럽고... 매일매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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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니까 그게 마음이 힘들다 해야 하나 암튼 좀 힘들었지요. 근데 그런 시어머니가 10년 에 

막상 돌아가시니 내까지 맥이 확 풀리면서 무 허무하고 무 공허하고 의욕이 하나도 없어지

더라 구요(참여자5). 우울하고 화가 나니까 잠을 못자겠더라고... 그러니 낮에 일도 집 이 안되

고 손에 안잡히지...수십년을 해 오던 일을 육아 때문에 여가며 애보고 집에서 있을 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무 허무하고...(참여자6). 멍청이처럼 멍∼하게 라질 가서 정신없는 과정

에 아들 죽음 확인하고 장례 차랑 이것 것 정리하고 오는데...그때 무슨 생각으로 정리를 하

고 왔는지...(한숨, 물 흘리며)(참여자7). 난 원래 앞에 해결할 일 많아도 계획을 세워서 착

착 해 내는 스타일 인데 자꾸 주변사람들 챙길 일 많아지고 내 몸까지 안 좋으니까 에처럼 

활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참여자8).

④ 조 되지 않는 감정

참여자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조 도 잘 되지 않아  같으면 쉽게 참을 

수 있는 조그만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 다.

옛날 같으면 짜증 안낼거를 참을 수 있는 거를 1에서 10까지 하면 7, 8정도는 참을 수 있는

데 한 2까지 참았다가 막 화내고 그러니까 별안간에 화내고 그러니까 당황하고(참여자4). 우리 

OO이 아빠는 하던 일이 지방근무가 많아서 주로 주말 부부를 하고 살았어 그러던 사람이 퇴직

을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응도 안되고 무 같이 있는 시간이 힘이 들더라고 꼴보기도 

싫고( 략) 천불이 나고 원래 주말 부부로 지내던 사이라서 같이 오랜 시간 지낼려니 무 불

편하고 답답하더라고.... 한동안 한집에서 지내도 밥도 같이 안먹었지...(참여자6). 남편이 그날에

도 밥, 양말 등 계속 묻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하나도 없이 무 괴롭 서...폭발하면서 펑펑 

울었다니까(참여자7). 폐경기를 겪으면서 생 에 땀 흘리는 것도, 얼굴에 열나는 것도 모르던 

사람이 가을 한 날씨에도 얼굴에 땀을 흘리고 하니까 무 응이 안 되더라 자꾸 스트

스도 잘 받고...(참여자8).

(3) 꺼져가는 듯한 아픔

참여자들이 갱년기 우울 증상을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사람들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고 옛 상처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문득문득 죽

음의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부분들이다.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

쩡하게 보이니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참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이해하

지 못하고 건성으로 충고하거나 돈으로 해결하라 하거나 멀쩡해 보이는데 어디가 아

냐고 하는 반응들은 참여자들이  이해 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힘들었다고 했

다. 참여자들은 과거에 억울하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상처가 되어 생생하게 떠올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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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편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힘들어 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신도 모

르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으면서 이

게 계속 살아야 한다면 못살거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어느 순간 문득문득 죽음까

지 생각하는 힘든 상황을 겪었다고 했다.

① 이해받지 못하는 서 픔

참여자들이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니 가족이나 주

변의 사람들은 참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충고하

는 등 참여자들이  이해 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별로 신경도 안써 사람들은 이야기해도 안듣는다니까...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생긴거 멀

쩡하고 해입고 다니는거 멀쩡하고 그니깐 내 가슴 아 건 생각도 안해요 말을 해 도 ‘돈있잖

아’ 다 그 게 얘기해 그냥(참여자1). 발가락하고 손가락하고 요런데 꼬집는 것처럼 아 고 온

몸이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안되잖아 근데 남들이 봤을때는 멀쩡한거야 그게...왜 멀쩡한데 아

다고 그러느냐고 이러잖아 왜∼∼그럼 사람이 진짜 미치고 환장 하겠는거야 이게 나는 진∼∼

짜 무 아  죽겠는데(언성이 올라감)(참여자4). 

② 옛 기억과 경험의 상처

참여자들은 과거에 억울하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상처가 되어 생생하게 떠올랐으며 

특히 남편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힘들어 했다. 

트라우마 같은게 나한테 딱 에 트라우마...이 남자랑 살 때 그런 트라우마 들이 앞에서 

상황이 딱 하면은 극도로 화를 내는거야 버럭 올라오는거야 안그래야 되는데(참여자1). 옛날에 

지나왔던 것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 억울했던 일, 억울했던게 무 많았던거 같애요... 그 생각

만 하면 잠이 안와요 아... 물난다 어짜꼬...(참여자3). 내가 일평생 생각해도 무 일을 많이 하

고 살면서 내를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지 싶어. 내 나이 육십 되도록 까지 내한테 해 놓은게 뭔

가 싶어 공허하고 마음이 착 가라 앉으면서 이상하더라고 육십 에 들어선 내 얼굴을 보니 

무 나를 가꾸지 못하고 (한숨쉬며...) 망가져 있더라고....(참여자6). 그때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무 힘들었어. 를 끊어 놨다는 둥,  때문에 아까운 애가 죽었다는 둥... 무한반복인거야...교

회 다닌다는 게, 수를 믿는 다는게 그러냐 하면서...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어째보면 내가 제

일 힘든데 무 자주 고통을 주는 말을 하고 주 퍼붓고 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고...어

느날엔가는 내가 기 을 해버렸어...참나...허∼참...(깊은 숨을 들이쉰 후 내쉬며...) 근데 시어머

니도 그 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기 한 사람 일으킬 생각도 안하고...(참여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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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죽음을 생각하는 자신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으면서 이 게 계속 살아야 한다면 못살 것 같다

고 생각하기도 했고 어느 순간 문득문득 죽음까지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어느 날 자살 할려고 칼들고 있는데 그 순간에 깬 거야 거기까지 어떻게 간건지 몰라 (어디

서) 부엌에 톱니칼은 그거는 다 나가는 건데 정신 딱 차리니까 이 게 하고 있는거야(참여자

1). 무 아 니까 근데 인제 아 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 다운되니까 왜 이 게 안좋은 생

각을 하잖아요 무 안좋은 생각을...진짜 안하는게 아니라 평생 나 이러고 살면 못살거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안할려고 하면 왜 이 게 뜨고 있으면서 먼지가 거를 치

워야 되는데 몸이 안움직여 지잖아 그럼 이 게 살아야 되나 평생 이 게는 못살거 같은데(웃

으면서)하하...한번 집정리를 한박스를 한 다서 여섯 박스 버린거 있어요. 내가 없으면 어차피 

버려야 할 물건 같은거 정리가 로 되더라고...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고 그래가지고 그냥...(참여자4). 내가 주방 바닥에 기 해서 워 있었는데 그 정신없는 와 에

도 우리 남편이라는 사람은 나를 일으킬 생각도 안하고 쓰러져 운 내 팔 를 넘어 다니면서 

컵 가지러가고 물뜨러가고 하더라고...(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세상에 그게 사람이 할 짓입

니까? 내가 그때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참여자7). 

(4) 기독교인으로서 져야하는 마음의 짐

참여자들은 갱년기 우울 증상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

고 이러한 모습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잣 로 단되어 지는 경험을 하 다. 기

독인이면서 그러느냐는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도 나갈 수 없었을 만큼 

힘이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 다고 단되어지기도 하는 상황이 특히 직분자로

서 마음의 짐이 되었다고 했다. 반면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이 게 힘들어하고 상처를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 해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의 마음을 용

납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여 마음이 편치 않았음을 나타내었다.

① 신앙  문제로 단되는 괴로움

참여자들은 기도의 자리에도 나갈 수 없었을 만큼 힘이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 다고 단되어지기도 하는 등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잣 로 단되어 지는 경험을 하 다.

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새벽기도 안와서 그 다고....말도 안되는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  247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그래도 사람이 진짜 새벽기도도 해야 하나...? 기력이 없어 못가는데 

근데 남들은 핑계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때는 집앞에 교회 갔는데 사람들은 왜 본 교회 안

오냐고 그것도 무 웃겨. 그러면 화가 확 올라오고 말이 안되니까 내가 왜 이 하고 살지...(참

여자1). 새벽기도도 이번 특별새벽기도도 몇 번 못나갔어요. 잠을 꼴딱 새우니까 아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일어나서 집에서 해야겠다. 근데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죠 권사가 되가지고 새벽기

도도 안나오나 그 게 하겠지만...(참여자2). 그때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무 힘들었어. 를 끊

어 놨다는 둥,  때문에 아까운 애가 죽었다는 둥... 무한반복인거야...교회 다닌다는게, 수를 

믿는다는게 그러냐 하면서...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어째보면 내가 제일 힘든데 시어머니란 시

집와서 지 까지 이날 이때껏 나를 주를 하고...하이고야...(참여자7). 

② 나를 자책하는 마음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증상들로 힘들어 하며 상처를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 해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의 마음을 용납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기

도 하여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다.

교인이면 용서도 쉽게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아이러니해 나는  집하고도 싸우기 싫어서 

나와 가지고도 시어머니한테 일년 반동안 계속 연락을 했는데 내 자식을 키워 주니까 상황이 

어떻게 는지 이런 런...그 게 하면서 나도 내 속에 미움이 있을 거 아냐 근데 내가 정리를 

못하잖아 그에 한 갈등이 게 많았지 크리스챤이니까....좋고 로 받는 반면에 죄책감에 더 

시달리게 되는 건 크리스챤이기 때문에 더한 것도 커요(참여자1). 14살 먹은 강아지가 있는데 

백내장이 와서 지  장님이 되어 있거든요. 앞을 못보고 그애가 우울하고 늘 하루종일 엎드려 

있으면 어떤 때 그 아이를 보면 순간 으로 물이  나는 거라 아이고 새끼야 니가 앞을 못

보는데 내가 니한테 해  것도 없고 백내장 수술을 해줘도 니가 나이가 많고 이런데 내가 어떨 

때는 죄인인 것 같다 이러면서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참여자2). 내가 믿음이 정말 좋으면 

이런거도 믿음으로 승리한다 승리한다 해놓고 왜 이 게 믿음으로 승리가 안되노 이것도 내가 

믿음이 무 약해서 그런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 번씩 죄책감이 들어  내가 

그냥 믿음이 바르면 이런 마음도 안들고 하나님 하나만으로도 기뻐한다고 했는데 내 왜 이

게 물이 많고 우울하고 슬 고 막 자 기만 도 물이  흘러내리고 자동 으로 왜 

이럴꼬 하고 한번 씩 자책하고 죄책감이 한 번씩 들었던거 같애요(참여자3). 쎄... 감사하고... 

기쁘고 해야 하는데 그게 많이 힘들때는 그럴 마음도 잘 안생기더라고요(참여자5).

(5) 이겨낼 수 있는 힘

 참여자들은 남편이나 형제자매들이 에서 힘이 되는 말을 해 주고 이겨낼 수 있

도록 지지해 주고 도와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힘든 가운

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 내었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온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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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자녀와 손자녀를 양육하는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힘든 가운데 계

획 인 생활을 해 온 것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① 힘이 되는 가족

참여자들은 이 게 힘든 가운데서도 남편이나 형제자매들이 에서 힘이 되는 말을 

해 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도와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내가 왜 이걸 드러냈는가 하면 이것도 계기가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진짜 우울증 약을 먹

었을 거 요 그 로 놔두었다면...여동생이 여동생은 그래도 객 화 시키는걸 좋아하는 그런 성

격이었는데 언니 니 분명히 그래 있으면 진짜 정신병원에 간다. 그리고 나 에 60만 넘어도 언

니 니가 무 우울해 가지고 삶을 비 해서 맨날 슬 게 살 것 같다고 정말 그 로 놔두면 안

된다고 다 끄집어내야 된다고 자꾸만 그 나한테 얘기해 주었어요(참여자3). 근데 나 에 무 

힘드니까 우리 신랑도 출장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한 3∼4개월 6개월 지나고 나서 내

가 조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좀 그런거에 해서 무 힘들어 하니까 인터넷 뒤져보고 하다

가 약도 사주고 그러더라고 그게 일본 사람들이 뭐 해송이라던가 일본사람들이 갱년기 증상에 

먹는게 있다더라고 그거 먹고 나니까 좀 나진거 같더라고 이름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뒤져보더

니 그걸 사주더라고(참여자4). 우리 00아빠가 더는 못 보겠던지 내보고 뭐가 하고 싶냐고 묻고 

하고 싶은 것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고민을 해보니 공부가 좀 하고 싶

어서 그때 우리 ooo이 학교 입학할 때 나도 신학 학교 입학 했지요. 공부하면서 내가 참 많

이 회복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길 참 잘했다 싶고 그거라도 안했으면 이 게 잘 회복 겠나 

싶고(참여자5). 자매들이 많으니까 아  때 서로 돌아  주고..우리 애들이 다 일 부터 철들어

서 자기 앞길 잘 해쳐나가고...(참여자8).

② 힘든 가운데 내 역할을 해 옴에 감사

참여자들은 자녀와 손자녀를 양육하는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힘든 가운데 

계획 인 생활을 해 온 것들이 힘든 가운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 내었으며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마음에 감사를 표 하 다. 

가정을 꿋꿋하게 지켜 냈다는 것만으로도 보람되고 그다음에 내가 애기 어릴 때 몇푼 더 번

다고 나다니지 않고 그냥 애한테 몰빵해서 키웠던게 잘했다 싶어요. 애가 이 게 성장한 거 이

게 굉장히 감사하고 보람 있다고 생각해요(참여자3). 그 에는 그냥 나태하고 그랬는데 인제는 

지 은 체계 으로 뭔가를 딱딱딱딱 그냥 몸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때도 뭔가 하기를 했는데 

그 게 뭘 연결해서 안했는데 인제는 하루에 이 게 뭔가를 꼭 체력이 딸리니까 하루에 한 가

지씩 뭘 하기는 하는데 그 계획표에 따라서 미리미리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스 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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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만큼만 해야겠다 그러지(참여자4). 내가 육십이 넘은 나이에 손녀딸  주고 하면서 그래

도 일 다니는 딸 도와  수 있으니 뿌듯하지...(참여자6). 무엇보다도 내가 병원 직원이라 가족

들이 아  때 이 게 나이가 들어서도 도움을 주는 입장 이라는 게 좋더라고(참여자8).

(6) 신앙이 버팀목이 됨

참여자들은 이 게 힘든 상황들을 그나마 버틸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많은 버 목 역할을 하 다고 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정 인 생각도 들기

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챤이라는 마음과 신앙의 힘이 부정 인 생각을 이겨

낼 수 있게 하 고 기독교인으로서 단 받기도,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힘

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힘든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 으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로가 되었다고 했다.

① 부정  생각을 정 으로 승화

참여자들은 우울한 마음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상처로 인한 미움, 짜증과 

화로 인한 마음의 갈등들이 생길 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챤으로서 이런 생각들을 이

겨내야 한다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힘이 정 인 생각으로 승화시

킬 수 있게 하 다고 했다.

생각은 죽고 싶다는게 왔다 하면 끝 결론은 그쪽이야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니까 거기서 벗어 날려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그거 아니면 벌써 그어도 열두 번은 그었을 거야

(참여자1). 내가  몸이 안좋아 지면서 나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 상자4). 화가 나서...폭발할 것 같

은데 그래도 신앙  양심 때문에 난폭해지지는 않았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

나님 뜻 생각해서 이혼도 안하고 참고 살지. 신앙 때문에 엇나가지 않고 잘 참고, 그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 가질려고 노력하지(참여자7).

② 하나님을 찾음으로 어려움을 극복

참여자들은 이 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힘든 가운데 기도와 찬양

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 으며 교회를 다니고 하

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로가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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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해운  바닷가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울고 녁 한 해가 지면 뭐라 말 할 

수 없는 가슴에서 려오는 뭔가 주체를 못하겠어요 막 콰∼악 감당을 못하겠는거라 그럼 집 

에 가까운 교회가서 못견디겠다고 하나님께 울고 그 게 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 겠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를 6개월 동안 산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이

런걸 하고 나니까 내가 조 씩 순환이 되더라고(참여자2). 다소 침체 되려고 하더라도 기도로 

감사로 이기도록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원망도 좀 들었는데 그래도 회개하고 이겨내려 

한 게 좋은 모습인거 같아요(참여자5). 수 믿으면서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6). 자꾸 몸이 아 고 으로 쳐지는 것 같고 마음이 울 하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난... 뭐 에도 신앙생활

을 해 왔지만 좀 더 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할까... 새벽 기도도 나가고 찬양도 부르고, 

듣고... 암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된 것 같아...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싶

어. 믿음이 없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더 힘들게 겪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네... 그래

도 무 부정 으로는 가지 않고 그나마 신앙이 있으니 잘 회복 한 것 같네...(참여자8).

2.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일반적 구조 기술

본 연구는 지역교회 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구조를 시간  맥락 속에서 경

험된 내용  흐름에 따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갱년기가 되면서 제일 먼  얼굴이 달아오르고 몸에 열이 나는 느낌, 땀

이 날 상황이 아닌데도 식은땀이 흐르고, 손발이 리고 아 며 손가락이 뻣뻣함, 

마디가 쑤시는 통증, 두통 등의 신체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 고,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로 당혹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수면의 어려움도 겪게 되

고 편안히 잠들지 못하여 힘들어 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변화로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지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며 머리

가 멍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집 이 되지 않아 건망증 증세가 

한번씩 나타나기도 하여 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한 삶의 활기가 없어지고 사

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 지며 의욕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하 다. 

갱년기 증상들은 우울 증상을 동반하면서 참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 고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니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해

받지 못하 으며 아팠던 옛 상처들의 기억까지 생생하게 떠오르며 마음을 힘들게 하

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으면서 이 게 계속 살아야 한다면 못살거 같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문득문득 죽음까지 생각하는 힘든 상황을 겪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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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갱년기 우울 증상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

고 이러한 모습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잣 로 단되어 지는 경험을 하 다. 기

독인이면서 그러느냐는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도 나갈 수 없었을 만큼 

힘이 들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 다고 단되어지기도 하는 상황이 특히 직분자

로서 마음의 짐이 되었다고 했다. 반면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이 게 힘들어하고 상처

를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 해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의 마음을 

용납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여 마음이 편치 않았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게 힘들 때 남편이나 형제자매들이 에서 힘이 되는 말을 해 주고 이

겨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도와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힘든 가운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 내었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온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 하 다. 특히 이러한 상황들을 그나마 버틸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정 인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챤이라는 마음과 신앙의 힘이 부정 인 생각을 

이겨낼 수 있게 하 다. 기독교인으로서 단 받기도,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지만 그래

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힘든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의

지하게 되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 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로가 되었다고 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역교회 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악하여 

그들 삶의 생생한 경험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탐색하고 시도한 연구로서 년여성 8

명을 상으로 심층 면담한 내용을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지역교회 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은 16개의 주제와 6개의 심의미로 나타났고 

도출된 심의미에 따라 구성요소에 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교회 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첫 번째 경험은 여러 가지 신체 인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권숙희 외(1996: 172-186)와 김하나(2009)의 연구에서 년여

성의 우울증은 가볍게는 두통이나 어깨 결림, 장장애 등의 신체  증상과, 안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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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긴장, 신경질 등의 정신  증상을 나타낸다는 피할 수 없는 신체  변화를 경험

한다고 하 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에서 갱년기 증상과 외모상의 노화에 한 

그들의 인식을 드러냈고, 년 여성들이 갱년기를 경험하면서 겪는 신체  증상으로 

열감호소, 식은땀, 불면증 등의 호소가 있다(염정애, 2015)고 하여 이는 본 연구 결과

와 일치하 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신체 인 증상으로 힘들어 하면서도 갱년기에 당연

히 겪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힘든 가운데도 그 로 생활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면서 이겨내기도 하 다. 이혜숙(2001)은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체요법 경험 

연구에서 호르몬제를 복용한 부분의 참여자가 호르몬 복용 후 약 3∼20일만에 신체

 불편감이 사라졌고 잠시 단했을 경우에는 다시 불편감을 느 다고 하 다. 그러

나 호르몬 체요법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다른 체요

법을 사용하기도 한다(이혜숙, 2004). 년여성이 경험하는 갱년기 증상  신체 인 

증상들은 부분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증상으로 무조건 참고 지내

는 것 보다는 신체 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체 요법에 한 교육이 교회내에서

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교회 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두 번째 경험은 심리 인 증상을 경

험하는 것이다. 갱년기를 경험하는 여성들은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 하며, 잠을 자고 

난 후에 몸이 개운하지 않다고 박혜숙 외(2010: 55-62)의 연구에서 보고 하 으며 신

경림(1998: 414-430)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세월에 떠 려옴(고목, 황혼, 쓸쓸함, 맛의 

변화, 건망증, 아쉬움), 생생한 일기 보 같음, 힘이 쇠잔해감, 뒤늦게 덜컥 겁이 남, 건

강에 힘쓴다라는 주제가 본 연구의 주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박형숙 외(2003: 

479-488)는 갱년기 증상의 정서  증상으로 우울, 불안 기억력 감퇴, 집 력 감퇴 등

이 나타난다고 하 으며 그의 연구에서 갱년기 증상과 우울은 증도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하면 집 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체력이 격하게 

하되는 것처럼(정도언, 2016), 실제 참여자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 다.

한 참여자들이 이해 받지 못하는 서 픔을 경험했고, 과거에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느낄 만큼 힘든 경험과 이 게 살거면 못살 것 같다

는 마음들이 문득문득 죽음의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경험들을 하 다. 갱년기 증상으

로 우울감이 표출되는 것을 확인한 김하나(2009)는 갱년기 우울경험의 연구에서 이 시

기의 심리  변화는 자신에 한 평가와 삶에 한 성찰로 나 어졌는데, 삶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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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에서는 ‘살아온 삶에 한 후회와 자 ’, ‘연속되는 힘든 삶에 한 한탄과 분노’, 

그리고 ‘미래에 한 불안과 기 ’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삶에 한 한탄과 분노는 

BDI 수로 한 우울상태 이상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특징 으로 나타났다

고 하 다. 이를 정도언(2016)은 우울을 ‘잃어버린 편지가 되돌아오다’라 고 표 하기

도 하 다. 이러한 자료들을 볼 때 참여자들이 겪는 경험은 형 인 우울의 증상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김신미 외(2016)는 아로마테라피를 통해 갱년기 스트 스와 우

울에 해 효과가 있음을 메타분석을 통해 보고하 고, 박선아(2012)는 시치료를 실시

한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우울이 더 낮아졌음을 보고하 고, 자서  쓰기 로그램, 

자기표 을 통한 기법 치료, 집단상담 등의 로그램도 년여성의 기와 우울에 효

과가 있다고 하 다. 김 희(2007)는 교회내 우울증 상자들이 하나님의 자연 인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내에서 구역과 목장 동료들 사이에서 이 사랑

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참여자들의 심리 인 증상으로 인한 우

울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여러 가지 로그램을 통한 자기표 과 신앙공동체 내에서

의 심이 실히 필요하다.

셋째, 지역교회 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세 번째 경험은 신앙 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 내에서의 직분에 따른 신앙  모습에 한 타인의 기 가 

있지만 참여자들은 그러한 기 에 부응할 만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이 힘든 상태이다. 성진희(2016)의 연구에서 일반 으로 우울증은 교회 내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정서로 우울증을 믿음이 없는 결과로 보는 것이 실  문제라고 

했다. 우울증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기독교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년 여성들은 마치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치부해 상처를 받

기도 하고, 스스로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에 한 죄책감으로 우울증의 문제를 더

욱 심화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져야하는 마음의 짐’은 이러

한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황 호(2009)는 우울증 방을 한 목회돌 의 실천

방안으로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해서는 삶의 문제 가

운데 으로 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포함한 교

회의 지도자들이 우울증에 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로그램과 성도

들의 인 회복과  생활의 유지를 돕는 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윤정화(2013)는 교회내 기독상담자의 폐경기 년여성에 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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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해가 필요하다고 하 으며, 황 호(2009)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다양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장(場)이 거의 없다는 것을 문제로 지 하면서 우울증 

방을 한 목회돌  실천 방안으로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교육해야 하고 우울증 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문 상담  교육 담당 교역자 제도를 강화하고 동시에 교회

내의 평신도 문가를 활용할 것을 제안 하 다.

넷째, 지역교회 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의 네 번째 경험은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버 목이 되는 것들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가족의 지지가 힘이 

되었다고 하 다. 남편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참여자보다 남편과 가족의 지지를 받은 

참여자는 스스로가 훨씬 더 밝은 표정으로 갱년기 우울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강성년(2005)의 연구에서는 지역교회 년여성의 종교  성향이 높을수

록 갱년기 증상의 호소는 낮고, 부정  정서 반응인 우울이 낮아짐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신앙의 힘으로 버티게 되었다는 참여자들의 경험이 도출 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다. 지 옥․김미경(2013)의 기독 년여성들의 우울증 연구에서는 

참여자들 에 교회 내에서 부부학교에 참여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

는 경우는 일상생활 응의 회복이 지속 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증은 증상이 심해

지면 자학 인 행동이나 자살시도를 할 수 있는데(권석만, 2000) 우울을 겪는 교회내 

년여성들이 신앙의 힘이 버 목이 되어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이겨 내고 있다

는 것은 의의가 있다. 따라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갱년기 우울로 힘들어 하는 년 

여성들 즉, 한국교회의 발 과 부흥에 헌신과 희생 인 역할을 감당하는(조지행, 2002) 

이들을 한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 인 문제를 포함한 인  문제에 한 심

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우울증을 더 이상 개인 인 연약함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

라 교회 내에서 서로 력하여 한 혼을 돌보는 일을 종합 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지역교회 년여성들의 갱년기 우울경험을 탐색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지역교회 내에서 갱년기 우울증을 경험하는 년여성들을 한 

지지체계와 방법을 제안한다는데 요성이 있다 하겠다.

본 연구를 근거로 지역교회 년여성을 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교회 년여성의 갱년기 우울증을 일시 으로 지나가는 과정으로만 볼 것

이 아니라 심리ㆍ정서  측면이 포함된 총체  근, 즉 우울에 한 문가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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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교회 내 문가로 구성된 사역 을 이루어 년 여성들을 한 다양한 로그

램을 운 하여야 한다. 년기 성도들을 상으로 갱년기 우울증 방  리 교육 

등의 실제 인 근과 웃음요법, 미술요법 등의 체요법을 비롯한 다양한 로그램을 

통한 자기표 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간에 공감 를 형성하고 마음을 나  수 있는 

집단상담 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필요시에 문기 으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리하기 한 문인력으

로 구성된 교구간호의 용과 확 가 요구된다. 교구간호사의 상담을 통해 문 인 

의학  치료가 필요하다고 단되었을 때 한 의료기 을 소개하고 연계할 수 있

도록 하며 지속 인 추후 리를 한 교구간호 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한 제언으로 부산경남 지역에서 연구자들의 교

회 년여성들 가운데서 의도  표집방법으로 시행한 것으로 연구 상자의 수가 충

분하지 않으며 연구자 요인의 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독 년여성들에게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 이 있으며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 지역교회가 갱년

기 우울을 경험하는 많은 년여성을 돕기 한 방안을 마련하기 한 연구가 활성화

가 되어 치유 공동체로서 이 시 의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한 학술  토 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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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지역교회 중년여성의 갱년기 우울 경험

조은주 (고신 학교 간호 학 박사과정)

최은정 (고신 학교 간호 학 교수/교신 자)

조 미 (고신 학교 간호 학 박사과정)

이민경 (고신 학교 교양학부 교수)

본 연구의 목 은 지역교회 년여성이 겪는 갱년기 우울의 경험을 심층 으로 탐

색하여 그 의미와 구조를 밝히기 함이다. 이를 하여 갱년기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교회 년여성 8명을 상으로 구체  사례를 심층면담을 통해 제시하고, 분석하

다. 그 결과 6개의 구성요소와 16개의 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6개의 

구성요소는 ‘통제할 수 없는 신체의 변화’, ‘내 뜻 로 되지 않는 마음’, ‘꺼져가는 듯한 

아픔’, ‘기독교인으로서 져야하는 마음의 짐’, ‘이겨낼 수 있는 힘’, ‘신앙이 버 목이 됨’

이었다. ‘통제할 수 없는 신체의 변화’, ‘내 뜻 로 되지 않는 마음’의 범주는 신체  증

상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것이 나타났고, ‘꺼져가는 듯한 아픔’, ‘기독교인으로서 져야

하는 마음의 짐’의 범주에서는 심리 , 신앙 으로 힘들어 하는 것이 나타났으며, ‘이

겨낼 수 있는 힘’, ‘신앙이 버 목이 됨’의 범주는 가족과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

음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년기 여성들의 우울증을 극복하고 도와주기 

한 교육  문가의 역할에 한 구체  방안을 제안하 다.

주제어 : 지역교회, 중년여성, 우울 경험, 질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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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henomenological study wa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essence and structure of the experience of Korean nurse oversea missionary.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nine female nurse missionaries who had 
spent more than 2 years in oversea mission fiel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from May 2013 to September 201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Results: The general structure of Korean nurse missionary’s experience was ‘living as 
a christian nurse in a foreign land’. 6 constituents extracting from this analysis were made 
up of ‘mission calling and preparation’, ‘encountering the strange and unfamiliar world’, 
‘being overwhelmed by the situations of the land’, ‘recognizing self, others, and the mission’, 
‘joy and feeling worth to see the changing land’, ‘growing spirituality’. 

Conclusions: These findings provide deep understanding of lives and difficulties of nurse 
missionaries working in oversea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eded to develop 
and intervene effective strategies and educational program that are helpful for nurse 
mission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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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근 간호는 서양간호선교사들에 의해 동양에 달되었으며, 

한국의 근 간호 역시 Heathcote, Shields와 같은 간호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명숙 외, 2011: 256; 이상규, 2009: 242). 기독간호사들의 해외보건 활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간호사들은 건강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한 타국에서 간호활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해 노력하고 있다(양용숙, 2009: 1-2). 

2016년 해외 의료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의료인의 수는 689명이고, 통계자료

가 활동 선교사의 수를 모두 나타내지는 못하므로 실제 선교사의 수는 이보다 더 많

으며(인터넷자료, 2017.1.23), 그  50% 이상이 간호선교사일 것으로 측된다. 이처럼 

지 않은 수의 간호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역 황과 

문제 을 악하고 상황에 따라 한 돌 과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요

구되는 시 이다. 

해외에서 활동 인 간호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언어습득, 문화와 환경의 변화에 

한 응, 선교지에서 직  도움을 받을 자원과 인력의 부족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은 자신들의 성장배경과는 다른 타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탓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사역자보다 더 많은 스트 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장훈태, 2012: 205-206). 해외

송 한국 간호선교사들  10년 이상 장기사역을 하고 있는 비율은 체 간호선교사

의 22.6%로, 한국에서 장기 으로 근무한 내한 외국인 선교사의 비율이 49.1%임을 감

안할 때 낮은 수 이라 할 수 있다(양용숙, 2009: 57 재인용). 그러므로 한국 간호선교

사들이 양질의 해외사역을 지속성 있게 하기 하여 한 지원방안 마련을 한 기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 송 한국 간호선교사와 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직무를 분석한 조사연구가 

한 편 있었다(양용숙, 2009). 그리고 련 국외연구는 간호선교의 변화 방향 고찰과 효

과  간호선교를 한 략을 제시한 종설연구와(Bajkiewicz, 2009; Tazelaar, 2011), 

다양한 역의 선교사들을 상으로 안녕과 멤버 어의 효과를 연구한 질 연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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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Camp et al., 2014; Keckler et al., 2008).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선교사나 선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이고, 부분 종설연구에 치 되어 있

는 실정이었다. 

특히 해외에서 일하는 간호선교사들은 귀국 시 사역보고나 간증 등의 발표기회를 

가지나, 그들의 심층 인 경험 반에 하여 나 고 할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간호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 지원하기 한 최선의 방법도 그들의 실제  필

요와 그들의 경험에 근거해야 하나, 이를 한 자료도 피상 이고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활동한 한국 간호사들의 경험을 심층 으로 이해하고 본질을 악

하는 질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Giorgi의 상학  연구방법은 참여자의 개별  독특성을 깊이 있게 드러내고 

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통합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귀분 외, 2005: 159-163). 

따라서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해외선교 경험을 시간 , 상황  맥락에서 총체 으로 이

해하고 설명하는데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iorgi의 상학  연

구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해외 간호선교 경험의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밝히기 해 시도하 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선교사로서 해외선교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연구질문을 통

하여 악된 간호선교 경험의 핵심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기술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의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밝히기 하

여 Giorgi의 분석방법을 용한 상학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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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인 간호사 출신으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선교업

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자료의 포화를 해 선교

사역의 종류, 결혼여부, 선교경력을 고려하여 이론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하

다. 연구 참여자의 모집은 B시의 S병원과 B병원 간호부의 조와 연구참여자의 소

개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당시 4명의 참여자는 구 귀국, 5명의 참여자는 일시 

귀국한 상황이었으며, 미혼 사역자가 5명, 기혼사역자가 4명 이었다. 참여자들은 지 

병원의 간호 리자, 지역사회보건간호사, 간호 학 교수, 의료 사, 교회개척, 상담, 

할 선교지를 총 하는 리더로 일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최  33세부터 최고 

50세까지 이었다. 사역지는 5명은 아시아, 2명은 아 리카, 1명은 북아메리카, 1명은 

남아메리카 이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개별 인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자별 면담횟수는 2회에서 5회까지 이었으며, 자료가 포화되는 시 까지 총 28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주제와 련된 

질문은 “귀하의 해외선교 경험은 무엇입니까?”이었다. 참여자가 극 으로 표 하기

를 주 하는 경우에는 비한 부가  개방 질문을 하여 면담을 진행하 다. 

면담 시 찰한 사항은 참여자의 표정, 몸짓, 억양 등이었다. 연구를 한 메모는 참

여자의 진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면담 도  가능한 삼가하 으며, 참여자와 헤

어진 후 기록하 다. 참여자와 2차면담은 1차면담의 내용  미흡한 상황에 한 확인

과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참여자들과의 면담은 더 이상 새로

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 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Giorgi의 분석방법을 따라,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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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인 순환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해 수행된 구체  단계는 다음

과 같다(Giorgi, 1997: 235-260; Giorgi, 2012: 3-12; Giorgi, 1985, 신경림 외 역, 2004: 

19-35). 첫째, 제없이 필사자료를 반복 으로 읽으며 이야기의 흐름과 체 인 윤

곽을 악하 다. 둘째, 간호선교 경험에 을 두고 경험진술이나 의미의 변화가 일

어나는 부분의 의미단 를 구별하 다. 셋째, 의미단 를 학문  용어로 변형시키고, 

변형된 의미단 들의 련성을 서로 비교, 조하며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고 통합하

다. 각 참여자의 통합된 의미단 들을 분석하여 핵심개념을 찾고, 하  구성요소와 구

성요소를 도출하 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도출된 자료를 회의  으로 바라보며,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자료의 합성과 추상성을 높여 나갔고, 자료의 속성과 차

원을 고려하여 같은 속성과 차원 수 으로 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가 도출될 수 있

도록 여러 차례 분석하고 수정하 다. 넷째, 구성요소들 간의 일 성 있는 계가 드

러날 수 있도록 구성요소들을 통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해외선교 경험의 일반  구

조를 구성하 다. 

5.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질 연구의 평가기

인 사실  가치, 용성, 일 성, 립성을 따랐다(Lincoln, Guba, 1985: 294-331). 첫째, 

연구의 사실  가치를 충족시키기 해 2년 이상 해외선교 경험이 있는 간호선교사를 

참여자로 선정하 다. 본 연구자는 1년간 실시되는 의료선교훈련을 이수하 다. 연구

결과를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3인에게 다시 읽도록 하여(member check) 자신들의 경

험과 일치하는 기술이라는 검토결과를 얻었다. 둘째, 연구의 용성을 충족시키기 

해, 다양한 배경의 간호선교사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체 자료가 

이론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수집과 분석을 계속하여 보다 풍부한 기술(thick 

descript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셋째, 연구의 일 성을 충족시키기 해 면

담과 필사의  과정을 연구자가 직  수행하 고, Giorgi가 제시한 상학  연구방

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다. 한 연구과정 체를 계속 으로 질  연구 

문가에게 감사를 받았다(audit trail). 넷째, 연구의 립성을 충족시키기 해, 자료수

집과 자료분석의  과정에서 계속 인 반성  일기(reflective journal)를 기록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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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의식 인 노력을 기울 다. 한 

드러난 연구결과에 해 결과가 과연 그러한지 회의  태도를 유지하며 결과를 다시 

검토하 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 학교 기 생명윤리 원회(IRB)로부터 연구심의 승인(IRB no: 1040549- 

130715-SB-0023-01)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해 연구 시작  연구의 목 , 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도 포기의 가능함 등에 

하여 충분히 설명하 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연구의 방법  참여자의 권리와 자율성 

확보에 해 충분히 숙지하 음을 확인한 후 자발  서면동의를 받고 연구를 시작하

다. 연구 도  1명의 연구 참여자가 필사된 내용을 확인하기 원해 필사본을 확인하

는 과정을 거쳤으며, 삭제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참여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컴퓨터 

일을 포함한 모든 자료에서 삭제하 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해외선교 경험의 구성요소

본 연구 결과 참여자가 경험한 해외선교 경험의 구조는 6개의 구성요소와 15개의 

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6개의 구성요소는 ‘선교소명과 비’, ‘낯선 세계와 맞닥

뜨림’, ‘그 땅의 상황에 압도당함’, ‘자신, 타인  선교에 한 깨달음’, ‘선교지의 변화

를 보는 기쁨과 보람’, ‘깊어지는 성’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의 해외선교 경험의 

구성요소를 심으로 연구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선교소명과 준비

참여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선교에 해서 보고 들을 기회를 가질 수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271

있었고, 선교활동을 동경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선교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언어로 

표 하기 어려운 평안과 기쁨 등을 체험하며 간호선교를 소명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이후 참여자들은 선교 장의 일을 잘 감당하기 한 비로 조산사 훈련, 석사 학 취

득, 임상경험, 타문화권 응훈련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이와 련된 하  구성요소는 

‘선교 헌신의 동기’와 ‘선교사역을 한 비’로 도출되었다. 

① 선교 헌신의 동기

참여자들의 선교 헌신의 동기는 타인에 한 아  마음, 존경하는 사람의 삶을 본받

음, 신앙인으로 당연한 일, 선교를 강조하는 주변 분 기의 향이었다. 참여자들은 간

호선교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명의식은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버 목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그 땅을 해 울지 않는 그런 종족들이 사는 땅이 있다. 그 얘기

를 들었을 때 가슴이 엄청 아 면서도 ‘ 군가는 가야되지 않을까? 내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참여자 1)

② 선교 사역을 한 비

참여자들의 간호선교사역을 한 비는 간호사로서 문 역과 문화 응을 한 

훈련을 미리한 경우와 구체  비없이 단순한 사의 생각으로 출발한 경우가 있었

다. 참여자들의 비내용은 문화, 종교  인간에 한 이해보다는 주로 의료인으로서 

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에 이 맞춰져 있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면 선교지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 마치자마자 조산사 코스를 들어갔었죠. (참여자 8)

(2) 낯선 세계와 맞닥뜨림

참여자들은 복음을 하고 아  곳을 치유하는 모습을 꿈꾸며 선교지에 도착했지

만, 그들 앞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놓여있었다. 선교지의 상황은 참여자들의 기

와는 달라 하고 싶거나 혹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일을 할 수 없었다. 참여자들

은 지어 구사능력으로 인해 사역의 한계가 착됨을 감하며 지어 습득에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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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달렸으나 숙달은 더디기만 하 다.

더하여 선교지 정착 기에는 기후, 음식, 언어와 습이 다른 낯선 장에 응하

느라 하루하루 먹고 살아남는 일에 하 다. 이 모든 일과 함께 참여자들은 자신들

을 진실하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존하며 때로는 속이기까지 하는 지인의 생각

과 태도에 실망도 겪어야 했다. 이와 련된 하  구성요소는 ‘기 와 다른 장’, ‘언

어의 장벽에 부딪침’, ‘낯선 땅에서 생존을 한 쟁’, ‘수용하기 힘든 지 문화’로 도

출되었다. 

① 기 와 다른 장

참여자들은 지에서 상치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거나, 혹은 출발 에 들었던 상

황과 달라서 비한 계획이 어 나는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일에 한 열정은 넘쳐

나지만 실제 용 시 역량부족으로 꿈꿔왔던 사역을 펼칠 수 없는 답답한 경우도 있

었다. 사역 기, 참여자들이 겪은 이러한 시련은 지나온 삶과 자신을 되돌아보고 선

교의 본질에 해 숙고하며 선교지의 상황에 맞게 사역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

었다. 

기에 다 겪는 고민들이 언어하고 문화 응하면서 갑자기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고 ‘나

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고. 그곳 어린아이들과 계속 놀면서 ‘나는 뭘하고 

있나!’ 이 생각 많이 하고. 여기에 원 한 꿈을 가지고 올 때는 왔는데 언어는 계속 이 게 지

지부진하면서 애들하고 계속 놀아야 되니까. 애들이 친구 부르듯이 나를 불러내고, 나이 마흔 

넘어서 애들이랑 놀고 그 게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애요. (참여자 4)

② 언어의 장벽에 부딪침

참여자들은 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만큼 일할 수 있음을 감하며, 언어공부에 

념하 으나, 체계 인 언어학습 자료의 부재, 훈련된 지어 교사의 부족으로 언어숙

달은 더디기만 하 다. 한 어권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참여자들은 어로 동료

들과 자유롭게 화하지 못하는 자신에 해 자괴감을 느끼며 축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빈약한 언어구사 능력으로 지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맴돌며 

더욱 자신이 그곳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느 다.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273

서류를 야 되는데 B어는 되게 어려운 언어거든. 서류 보는 것 자체가 무 어려운데 사람

들이 서류제출부터 먼  하잖아. 서류를 보고 있으면 하나도 몰라. 이거 뭐. 그래서 나는 면  

볼 때 인상 좋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거야. 감으로. 언어도 잘 안들리고 서류를 도 잘 모

르고, 물론 도와주는 지인이 있지만 한계가 있어. (참여자 1)

③ 낯선 땅에서 생존을 한 쟁

부분의 참여자들은 지 도착 기에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

하느라 사역은 뒷 으로 어 두었다. 참여자들은 혹독한 더 와 추 를 견디며, 수도

와 기 같은 기반시설의 미비, 열악한 주거환경, 생필품과 음식재료의 부족으로 고달

 생활을 해야만 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실하 다. 한편 생활수 이 낮지 않은 지역이나 국가에서 생활

한 참여자들은 물자는 있으나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궁색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아이들을 돌보고 그냥 하루 세 끼를 해결하고 기도 물도 공 이 안 되는 곳에서 그런 것

들을 해결하느라 어떤 선교사역을 했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거기 가서 

계속해서 아이들과 씨루고(씨름하고), 맨날 물 갖고 씨루고(씨름하고), 기 갖고 씨루고(씨름하

고). 하루 세 끼 해먹는 게 진짜 쟁이었거든요. 하루 세 끼를 일단 가정주부로서 해결을 해줘

야 되는 게 무 큰일이었고. 그리고 애기들이 밤에 소변, 오  러 간다. 뭐하면 자꾸 깨는데 

기가 없으니까 촛불 들고 왔다가야 되고, 그 게 삶 자체가 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

자 5)

④ 수용하기 힘든 지문화

참여자들은 도덕수 , 시간개념  낮은 자립의지 등에서 지문화와 충돌을 경험하

다. 참여자들은 지인이 물질  도움이라는 배후의 목 을 가지고 자신들을 했음

을 알게 된 후 지인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 고, 하고 있는 일에 회의마  들었

다. 특히 사역 기에는 지 문화배경에 한 이해가 없어, 지인의 행동을 부도덕한 

것으로 는 다름이 아닌 틀림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사기를 당하면 처음에 몇 달은 모르는데 어도 6개월 지나면 내가 사기 당하고 있다

는 거 알거든. 그러면 그것들을 풀어내는 데도 억수로 마음이 힘들다. 왜냐하면 지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기러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나면서 그게 엄청 힘들거든.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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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땅의 상황에 압도당함

참여자들은 물리  환경과 여러 상황의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 

한 참여자들은 인간 계의 범 가 제한 인 타문화권 생활로 동료선교사나 배우자와 

착된 계를 유지하게 되며 이로써 불가피하게 극심한 계갈등을 겪게 되었다. 참

여자들은 정서  고통과 계갈등을 지니고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교사답

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을 하고 자괴감을 겪어야만 했다. 이와 련된 하  구성

요소는 ‘무 지는 건강’, ‘심리정서  고통’, ‘힘든 계로 인한 소모 ’, ‘선교사로서 부

족한 삶’으로 도출되었다. 

① 무 지는 건강

참여자들은 기후와 음식의 변화, 과로로 인한 신체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들은 지인과 거리감을 좁히기 해 지인과 동일한 의식주 유지를 해 노

력하는 과정에서 몸의 이상반응을 경험하고 있었다. 기후는 불가항력 으로 참여자들

을 무기력하게 혹은 움츠러들게 했으며, 몸을 돌볼 여력없이 과도하게 일한 결과로 쇠

약해지기도 하 다. 참여자들의 몸의 아픔은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  소진 상으로 

이어졌다.

처음에 나는 어 든 ‘내가 그 곳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 곳의 생활에 최

한 나를 맞춰 들어가서 그 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뭐 단기로 잠시면은 가

능한데 2년 있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진 거에요. (참여자 4)

② 심리정서  고통

참여자들의 삶에 수반되었던 심리정서  고통은 외로움, 가족을 향한 부담감과 미안

함, 낙담과 소진 등이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지인들에게 삶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

는 의무감과 함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깊은 속마음을 터놓기 어려웠다. 특히 미혼 

참여자들은 가식없이 일상과 감정을 공유할 가족이 없어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

다. 참여자들의 외로움은 고국에 한 향수, 혼자 일을 감당하는 막막함과 혼자서 장

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등과 뒤섞여 있었다. 미혼 참여자들은 고국에 두고 온 

부모님에 한 염려로 마음이 늘 무거웠다. 기혼 참여자들은 한국과 선교지 어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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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자녀들을 지켜 야 했고, 자신이 선택한 삶으로 자녀가 

희생당하는 것 같아 이 일의 지속여부를 두고 갈등하기도 하 다. 한 참여자들은 

지인의 변하지 않는  세계 을 보며 실망과 낙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감각

해지는 소진 증상을 경험하 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심리정서  고통을 해결하기 해 

극 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 참고 견디고 지냈다. 

딱 도착하는 순간에 숨을 못 쉬겠는 거에요. 딱 서는 순간 외롭다는 게 확 진짜 쓰나미처럼 

려오는 거에요. 그 곳에 있기가 무 두려운, 그 외롭다는 게 무 두려운 거에요.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한국사람 혼자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한국사람 혼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참여자 3)

③ 힘든 계로 인한 소모

참여자들은 동료선교사들과 삶의 방식  성향이 달라 그 차이를 극복하며 융합해 

가는 가운데 갈등을 경험하 다. 참여자들은 동료 선교사와 선교 이 달라 립하기

도 하 다. 선교 의 차이는 일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사역의 주력부분에 한 

우선순 의 차이, 지인에게 선심성의 돈을 주는 문제, 그리고 업무추진 방식을 두고 

첨 하게 맞섰다. 동료와의 갈등은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뒤얽 서 해결하기 쉽지 않

았다. 한 일부 참여자들은 한국의 수직 , 권  문화의 향 탓에 순종을 강요하

며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동료선교사와 말로 표 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든 갈등을 

겪어야 했다. 기혼 참여자들은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가사와 육아의 무거운 짐을 남편

과 나 기 원했지만 실제 도움은 기 에 미치지 못해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껴야했다. 

참여자들은 갈등해결을 해 극 으로는 말로 풀고 소극 으로는 극  혹은 한 

발 뒤로 물러서 참는 갈등 처 략을 사용했었다. 

거기서 사람들한테 무 질렸어요. 지인한테 질린게 아니고 한국 분한테 질렸어요. 무 

힘들어 가지고 ‘내가 다시는 S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인과의 계에서 

맺었던 소모 보다 한국 사람과의 계에서 생겼던 소모가 무 무 컸던 거에요. (참여자 5)

④ 선교사로서 부족한 삶

참여자들은 역량부족, 처해있는 상황의 한계 그리고 계갈등에 묶여 자신들이 생각

하는 선교사 모델 로 살 수 없음에 극심한 내 갈등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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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결 이 에 보이더라도 지인을 수용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로는 그 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힘들어 하 다.  선교사는 마땅히 복음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업무는 의료 사와 병원 리에 치 되어 있어, 자신의 일에 

한 회의를 경험하기도 하 다. 은 기혼 참여자들은 가사와 육아로 인해 직 인 

선교사역보다는 선교사 아내로 생활하면서 자신이 과연 선교사가 맞는지 극심한 정체

성 혼란을 겪어야 했다. 특히 동료선교사와 계불화로 인해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없거나 삶과 사역의 균형이 깨어진 모습들은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이상 인 선

교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느 다. 

남편은 그 곳에서 일 하기로 결정했고, 보고는 “아이들 담해 달라.” 이 게 얘기를 했어

요. ‘남편으로서 한 집에 가장으로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다.’ 이성 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안 받아들여졌던 것 같애. 그 당시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편한테 크게 

불평을 안 했어요. 말은 안하고 속으로 힘들어하기만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힘들었는지를 

제가 (선교)갔다 오고 거의 일 년이 다 을 때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셨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 략) 자기가 선교사의 소명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은 나갔을 때 내가 선교사로 살지 못하는 거에 한 부담감과 삶이 어려운 거에 한 부담

감 이 두 개가 다 오는 거에요. (참여자 5)

(4) 자신, 타인 및 선교에 대한 깨달음

참여자들은 간호선교사로 일하면서 선교지의 상황과 하고 있는 일에 해 깊이 고

뇌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선교에 한 인식을 재정립하 다. 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잣 로 상 방의 옳고 그름을 단했으나 차 자신의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상 방의 

의견이나 성향을 존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와 련된 하  구성요소는 ‘선교에 

한 인식 재정립’, ‘자신과 타인의 이해와 수용’으로 도출되었다. 

① 선교에 한 인식 재정립

참여자들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선교 인식은 하기를 원하거나 할 수 있는 일에 

을 둔 것으로, 지에 합한 간호를 제공하며 복음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

교지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 선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요

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선교를 지인과 함께 사는 것, 삶의 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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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 내가 아닌 자가 주 하는 일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희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나갔지만 I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선교사

라는 게 그냥 그 곳에 가서 그냥 같이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M국에 있을 때 M국 사람

들, I국에 있을 때도 I국 사람들 가운데 같이 사는 것 그게 선교사로서의 생활이지. (참여자 8)

② 자신과 타인의 이해와 수용

참여자들은 선교사역이라는 독특한 경험과 계갈등 그리고 선교지의 단조로운 생

활 덕분에 스스로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자아에 해 

숙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한 깊은 이해와 자신의 부족

함과 연약함에 한 통찰은 인격의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 이 되었다. 즉, 

참여자들은 자신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에 한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  나갔

다. 참여자들은 계갈등의 핵심이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 단 자신의 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사람의 변화가 단기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배운 후 지인의 성숙

을 차분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한 복음은 하나이지만 문화는 

다양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한국식 신앙생황에 한 고집을 버리고 지문화를 이해하

며 그들의 신앙생활 방식을 수용하게 되었다. 

제가 그 때 리게 느낀 게 ‘나는 무 한국 으로 사는 크리스챤이었구나!’ ( 략) 일단 

그 상황들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나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왜 이 게 한국식으로 하나님을 믿

을까?’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나, 내 문화나, 내 속에서 믿는 하나님이 잘못 다

고 생각안해요. 그 지만 ‘이 게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를 그 때 알았었어

요. 그러면서 내가 더 넓어져야 되겠구나. (참여자 9)

(5) 선교지의 변화를 보는 기쁨과 보람

참여자들은 삶을 통하여 지인들에게 선한 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지 

병원의 간호사, 간호교육자 혹은 지역사회의 일차건강 리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참여

자들은 지인의 기독교 개종, 신앙성숙, 질병회복과 같은 일들을 볼 때 여태까지 겪

었던 어려움이 보상되는 기쁨과 보람을 느 다. 이와 련된 하  구성요소는 ‘선교

장에 요긴한 간호’, ‘ 지인의 변화와 성숙을 보게 됨’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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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교 장에 요긴한 간호

참여자들은 간호자체를 선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간호를 복음 의 효과  

도구로 여기기도 하 다. 참여자들이 간호를 선교자체 는 선교도구로 보는 것과 

계없이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간호지식과 기술이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될 요한 것임을 경험하고 있었다. 간호는 지의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의 필요를 

채우고 지인을 신체 , 으로 회복시키는 도구로 유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복음

의 으로 기능하 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받은 간호교육과 임상경험을 

지의료상황에 하게 용하여, 지인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 고 지인의 신체간

호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통합 으로 돌보는 인  돌 자로 일하고 있었다.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풀 베는 칼에 베 다고 오라는 거에요. 갔는데, 제가 손 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거에요. 나갈 수가 없고 뭐 실이든 소독물품이든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제가 슈처(suture)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여자 7)

② 지인의 변화와 성숙을 보게 됨

참여자들은 지인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후 신앙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을 볼 때 

그동안의 어려움이 보상되는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 다. 참여자들은 지인들과 계

를 형성하고 복음을 제시하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 다. 

지인들이 그들의 문화와 습 안에서 믿기로 결심한 후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지인의 신앙성숙은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

되는 기다림의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에게는 지인의 신앙성장과 삶의 변화

는 귀한 열매로 보람을 가지게 하 다. 

근데 참 기뻤던 거는, 지인이 이 게 성장을 해가지고 화를 할 수 있는 상 가 다는 

그게 참 기뻤어요. 그 사람 지인이기 때문에 나보다 으로 미숙하고 이런게 아니고 그 사

람도 나한테 조언을 해  수도 있고, 그런 상이 생겼다는게 참 좋았었어요. 이야기하면서 그

게 참 좋았었어요. (참여자 4)

(6) 깊어지는 영성

참여자들의 신앙심은 선교지에서 더욱 깊어졌다. 참여자들은 기  곳 없는 낯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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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직 자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선교지의 단조로운 생활 덕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며, 이로써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한 참여자들은 선교지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 자가 자신들의 상황을 깊

이 이해하고 있고, 자신들을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때로 참여자

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병이 낫게 되는 기 을 체험하기도 하

다. 이와 련된 하 구성요소로는 ‘체험하는 신앙’으로 도출되었다.

① 체험하는 신앙

참여자들은 선교지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 다. 참여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신들의 상황에 한 자의 충만한 로, 기

도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통해 자에 한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갔다. 

이러한 믿음은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물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것들이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깊이가 

있어지면 하나님과의 친 함이 더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선교라는 사역을 하는 사람

들을 몰고 가는 추진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의 그 기쁨들 그럴 때의 그 만족

함이. 아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참여자 8)

2. 연구 참여자의 해외선교 경험의 일반적 구조

본 연구의 6개의 구성요소들을 통합해서 도출된 연구 참여자의 해외선교 경험의 일

반  구조는 ‘낯선 땅에서 기독간호사로 살아가기’이었다. 참여자의 해외선교 경험의 

구성요소를 심으로 일반  구조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기독교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선교에 심을 가지게 되었

고, 선교와 련된 일상 이지 않은 체험을 통해 선교가 자신들의 소명임을 깨닫게 되

었다. 이후 참여자들은 간호선교사의 길을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한 비를 하 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선교지에 도착했으나 자신

의 기 와 다른 지 상황, 언어숙달의 어려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생존문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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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지인에 한 오해와 실망 등의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견

뎌내는 동안 참여자들은 몸의 아픔, 외로움과 낙담 등의 정서  고통, 동료들과 힘든 

인 계와 본인의 삶이 선교사로서 본이 되지 못한다는 갈등을 경험하면서 힘든 날

들을 지내야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마주한 실에 압도당할 것 같은 어려움에 맞서 

내 으로 지인과 지문화, 동료선교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와 씨름하

고, 외 으로 지인들에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이고자 하 으며 지인들

의 인  건강향상을 해 노력 하 다. 이러한 장경험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선교

에 한 인식이 ‘무엇을 하느냐?’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변화되었다. 한 자신에 

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불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내 성숙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과 사를 통하여 장의 변화를 볼 수 있엇다. 참여자

들은 복음과 간호지식  기술이 선교지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것을 경험하 고, 그를 

통한 지인의 변화와 성숙을 보며 기쁨과 보람을 느 다. 참여자들은 선교지에서 여

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해 나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 실제 이고 깊어지

는  성장을 체험하 다. 이러한 성은 참여자를 짓 르는 장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내는 요한 힘의 원천이 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의 해외선교 경험의 일

반  구조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 General structure of oversea missionary’s experience in this stud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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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의 구성요소는 선교소명과 

비, 낯선 세계와 맞닥뜨림, 그 땅의 상황에 압도당함, 자신, 타인  선교에 한 깨

달음, 선교지의 변화를 보는 기쁨과 보람, 깊어지는 성이었다. 본 장에서는 해외선교 

경험의 구성요소 내의 주요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선교사역 비는 다차원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반

선교사와 동일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자신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지식 

 기술을 개별 으로 습득한 경우가 부분이었다. 문인 선교사가 체 선교사의 

약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창의  근지역에 합한 선교인력이지만, 문

인 선교교육이나 문 선교 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권형재, 2016: 68, 83). 문

이고 다면 인 선교사 훈련은 비된 선교사를 양성하여, 보다 효율 인 선교사역과 

선교사 간이탈을 방지하므로(김은호, 2014: 414, 434), 문 인 간호선교 훈련을 제

공할 수 있는 기   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낯선 선교지 속에서 지문화 응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주로 자국 문화의 

으로 타문화를 이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선교 비는 선교

지에서 필요할 것으로 상되는 간호업무에 치 되어 있었고, 사역하게 될 국가의 문

화 반에 한 이해는 상 으로 미비했었다. 신임 선교사는 타문화에 응하는 과정

에서 어려움과 스트 스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스트 스, 육체의 질병, 우울증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 는데(Hiebert, 1985, 김동화 외 역, 85-104), 실제 본 연구의 한

국 간호선교사들도 사역 기에 지문화에 한 이해 부족으로 지인을 향한 실망감

과 좌 , 분노, 우울 등의 정서  어려움과 신체  고통을 겪었다. 신체 , 정서 , 사

회 , 으로 건강하지 못한 선교사에게서 효과  선교업무를 기 하기는 어렵고, 

결국 선교 장을 떠날 수도 있다(Schwandt, Moriarty, 2008: 320; 김동화, 2011: 60-63). 

그러므로 선교사 비과정에서 타문화 이해와 응  문직 훈련 등의 다차원  훈

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역 기 문화충격으로 인한 스트 스와 가치 의 혼란  

정서․심리  소모를 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간호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

황에 압도당함을 경험하 는데, 그  인 계 갈등은 극심한 스트 스와 소진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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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시켰고, 내면의 안정감과 평안이 깨지는 등 삶의 반 인 역에서 부정  향을 

미치고 있었다. 계갈등은 한국 선교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이고, 인 계 

스트 스는 다른 여타의 스트 스보타 선교사에게 결정 인 향을 미쳐 선교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한국일, 2004: 128-129). 그러므로 간호선교사들의 인 계 개선을 

해 선교사 자신과 타인에 한 이해  인 계 훈련 등의 문 이고 극 인 

도움을 정기 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한국 간호선교사들을 어렵게 하는 문제로 신체․정서  고통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낯선 기후와 음식, 열악한 주거 환경, 과다한 사역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최형

근(2011)도 한국 교회가 풍부한 선교인력은 가지고 있으나 선교사 리에 있어 돌 이 

결여된 생존모드(survival mode)를 가지고 있다고 지 한 바 있다(최형근, 2011: 93). 

특히 여성 선교사들은 여성에 한 편견, 자녀양육의 어려움, 가정과 사역 둘 다를 감

당하는 데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남성 선교사보다 더 많은 돌 과 지원

을 필요로 한다(Schwandt, Moriarty, 2008: 318 재인용). 강병만(2005)은 재정상태나 

사역기간 등에 계없이 여성 선교사들은 남성 선교사보다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한 지각된 건강상태와 우울은 상 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강병만, 2005: 

180-188). 본 연구의 간호선교사들도 몸의 아픔을 경험하 고, 이것은 때로 우울과 같

은 정서  어려움으로 이어져 강병만(2005)의 연구와 동일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최형근(2011)은 선교사가 겪을 수 있는 심리  문제들은 그들의 성부족

이나 자질부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선교사들의 심리  문제는 깊이 감추어지고 

있다고 하 는데(최형근, 2011: 95-97), 본 연구에서 간호선교사들도 자신의 어려움이

나 문제를 극 으로 나 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삭이며 지내고 있었다. 심리  

문제는 인간이라면 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며 선교사도 외일 수 없고, 심리  문

제의 회복과 치유를 해 문가의 개입과 지원 등의 극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의 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선교사의 인건강 회복을 해 해당분야 문

가들로 구성된 통합 이고 체계 인 치유 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간호선교사들은 인간호 사역자로서 자신들의 간호지식과 기술을 선교지의 

상황에 맞추어 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간호선교사들이 행하는 총체  간호는 도움

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 을 제공하는 간호의 본질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Tomey and Alligood, 2006, 박 숙 외 역, 2008: 199-229), 한국교회의 선교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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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  선교에서 통  선교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안희열, 2013: 

254) 간호는 선교에 매울 하고 유용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간호선교사들은 이러

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지에 용할 수 있는 간호지식의 결핍과 지인을 

한 건강교육자료 부족, 지의 열악한 의료체계와 시설로 간호업무 제공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양용숙

(2009)의 해외에서 활동 인 간호선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간호  보건교육 

자료와 같은 간호 역에 한 지원 요청이 가장 많다고 하 다(양용숙, 2009: 59). 그

러므로 간호선교사들이 지 실정에 맞추어 효과 인 문간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기 해서는 사역의 비과정이나 사역 에 사역지의 요구분석을 통해 필요한 간

호지식 제공  교육자료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 다. 

한 이 시 에는 한국 간호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성공 인 정착과 간호활동이 가

능하도록 지원하는 간호선교센터나 간호선교연구소 등의 문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기 은 해외선교 지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합한 문 

간호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 평가  컨설 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 이고 지속

인 지원기 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이 기 들은 국내외의 선교유 기 과 네트워

킹을 통하여 선교 비과정, 언어  타문화 이해, 인 계 훈련  상담, 성훈련 

로그램을 연계 는 력하여 개발하거나 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간호선교사들을 상으로 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해외선교 

경험의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한 지지체계 방안을 모색

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간호선교사들이 열악한 생활여건, 지문화 응, 인 계 갈등과, 

신체  심리정서  고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자신, 타인  선교

에 한 인식이 변화되고 신앙인격의 성숙이 나타나며 궁극 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선교지의 정  변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간호선교

사들의 삶과 사역, 고충에 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 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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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에게 합한 문  지원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수가 9명에 국한된 상학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는데 제한이 따르며 그 결과를 확  해석하는데 신 을 기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신체, 심리  인 계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치유

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한 실험연구, 간호선교사들의 문 이고 효율  간호

선교 업무 수행을 한 양 연구  교재개발을 제언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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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미  (신라 학교 간호학과 교수)

손수경 (고신 학교 간호 학 교수/교신 자)

본 연구는 상학  연구방법을 용하여 한국 간호선교사들의 해외선교 경험의 본

질과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한 지지체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

도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2년 이상 해외선교 경험이 있는 여성 간호선교사 9명이

었다. 자료수집은 2013년 5월부터 시작하여 자료가 이론  포화상태에 이른 2014년 9

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Giorgi의 상학  연구방법을 근거로 자료수집과 분

석의 순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

교 경험의 일반  구조는 ‘낯선 땅에서 기독간호사로 살아가기’ 으며, 도출된 6개의 

구성요소는 ‘선교소명과 비’, ‘낯선 세계와 맞닥뜨림’, ‘그 땅의 상황에 압도당함’, ‘자

신, 타인  선교에 한 깨달음’, ‘선교지의 변화를 보는 기쁨과 보람’, ‘깊어지는 성’ 

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선교사들의 삶과 고충에 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

으며, 이를 근거로 한 실제 인 돌 과 지지방안 마련을 한 략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간호선교사. 해외선교, 현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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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심사는 투고 

이후 3주 내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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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

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 

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

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심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6장 부칙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23조 본 1차 개정된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4조 본 2차 개정된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5조 본 34차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발효한다.

 제26조 부록 #1: 「신앙과 학문」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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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판정기준)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294  신앙과 학문. 22(3).

제3조(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5조(원고접수)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한다. 

제6조(심사를 위한 서식)

  (1)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2)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개정된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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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가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표기(v 또는 x)를 하세요.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3)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절성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최종평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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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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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나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 명                     (인) 소 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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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

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

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

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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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

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

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

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3)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 저자가 게재된 논문을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

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

(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

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편집 규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오른쪽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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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Ⅰ, Ⅱ, Ⅲ,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⑴, ⑵, ⑶,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ⅰ), ⅱ), ⅲ),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

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

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회계·이회계, 2009: 217－218; Ki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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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

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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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0.05나 p<0.01, p<0.001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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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

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

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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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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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

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ingsu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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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 

Washington DC: SAGE] 

10.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7만원의 심사료(영문논문 심사료 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의 결과는 투고 후 3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가 게재

신청자에게 통지가 되어야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위에 제시된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두 쪽 당 

15,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주소 : 08807 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939 B107호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통상 발간 2개월 전까지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항 3절과 3절은 2008년 6월 1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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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

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

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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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

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로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 

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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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

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

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은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

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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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 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

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

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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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⑤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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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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