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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 A1-2011-0077

자 료 명 : 한국 교회 역할에 관한 조사

샬롬!! 이번에 바른교회아카데미, 뉴스앤조이, 그리고 인사이트 리서치는 7개 교단 일선 목회자

를 대상으로 한국교회 역할 모델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와 목회자를 찾아내어 알리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잠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3.

바른교회아카데미

원장 김 동 호

뉴스앤조이

대표 김 종 희

인사이트 리서치

소장 박 수 일

배문1. 목사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__세
배문2. 목사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배문3. 목사님의 소속 교단은? 1) 기감 2) 기성 3) 기장 4) 기침

5) 예장(고신) 6) 예장(통합) 7) 예장(합동) (가나다순)
배문4. 교회에서의 지위는? 1) 담임목사 2) 부목사
배문5. 목사님은 목사 안수받으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__________년
배문6. 목사님은 신학대학/신대원 입학하기 전이나 후에 일반학문도 공부하셨습니까?

1) 신학대학/신대원만 다녔다
2) 일반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신대원에 다녔다
3) 신학대학/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일반학문도 공부하였다

문1. 목사님께서 아래 보기의 교회 사명 5가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한국 교회의 모델로 삼아도 될만한 바
람직한 교회 3곳만 추천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였거나 동역자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된 교회들 
중에서만 추천해 주십시오.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는 추천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교회 사명 5가지> :   1) 레이투르기아(예배)        2) 디다케(교육, 양육, 훈련)       3) 코이노니아(교제, 친교, 성도간의 연합)  

     4) 케리그마(선교, 전도)     5) 디아코니아(봉사, 사회적 책임)

     

구분 교회명 담임목사님 성함 소재지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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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추천해주신 “A”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 주십시오.
  문2-1.“A” 교회는 설립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1) 5년 이하 2) 6-10년 3) 11-15년 4) 16년 이상 5) 모름
  문2-2.“A” 교회의 출석교인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99명 이하 2) 100-299명 3) 300-999명 4) 1000명 이상 5) 모름
  문2-3. 교회 사명 5가지 중“A”교회가 바람직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명 2가지만 골라 아래표에 적어 주십시오.
<교회 사명 5가지> :   1) 레이투르기아(예배)        2) 디다케(교육, 양육, 훈련)       3) 코이노니아(교제, 친교, 성도간의 연합)  

     4) 케리그마(선교, 전도)     5) 디아코니아(봉사, 사회적 책임)

  문2-4.“A” 교회가 그 2가지 사명을 각각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사명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1)

2)

문3. 추천해주신 “B”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 주십시오.
  문3-1.“B” 교회는 설립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1) 5년 이하 2) 6-10년 3) 11-15년 4) 16년 이상 5) 모름
  문3-2.“B” 교회의 출석교인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99명 이하 2) 100-299명 3) 300-999명 4) 1000명 이상 5) 모름
  문3-3. 교회 사명 5가지 중“B”교회가 바람직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명 2가지만 골라 아래표에 적어 주십시오.
<교회 사명 5가지> :   1) 레이투르기아(예배)        2) 디다케(교육, 양육, 훈련)       3) 코이노니아(교제, 친교, 성도간의 연합)  

     4) 케리그마(선교, 전도)     5) 디아코니아(봉사, 사회적 책임)

  문3-4.“B” 교회가 그 2가지 사명을 각각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사명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1)

2)

문4. 추천해주신 “C” 교회에 대해서 몇가지 적어 주십시오.
  문4-1.“C” 교회는 설립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1) 5년 이하 2) 6-10년 3) 11-15년 4) 16년 이상 5) 모름
  문4-2.“C” 교회의 출석교인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99명 이하 2) 100-299명 3) 300-999명 4) 1000명 이상 5)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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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4-3. 교회 사명 5가지 중“C”교회가 바람직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명 2가지만 골라 아래표에 적어 주십시오.
<교회 사명 5가지> :   1) 레이투르기아(예배)        2) 디다케(교육, 양육, 훈련)       3) 코이노니아(교제, 친교, 성도간의 연합)  

     4) 케리그마(선교, 전도)     5) 디아코니아(봉사, 사회적 책임)

  문4-4.“C” 교회가 그 2가지 사명을 각각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사명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1)

2)

     문5. 10년 후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보다 더 힘써야 할 사명 2가지만 아래표에 적어 주십시오.
<교회의 사명 5가지> :   1) 레이투르기아(예배)        2) 디다케(교육, 양육, 훈련)       3) 코이노니아(교제, 친교, 성도간의 연합)  

       4) 케리그마(선교, 전도)     5) 디아코니아(봉사, 사회적 책임)

  문5-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 한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힘써야 할 사명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

2)

문6. 목사님께서는 목회하시기 전에 사회 직장 경험이 있었습니까?
1) 목회경험만 있다 2) 사회 직장 경험이 있다

문7. 목사님께서는 스스로의 신학적 성향을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1) 보수적인 편이다 2) 진보적인 편이다

문8) 목사님께서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신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__________년
문9. 표현이 조금은 다르게 번역된 한글성경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전후 관계가 분명하거나 표현

이 적합하게 번역되어서 읽고 이해하기에 보다 손쉬운 한글성경이 따로 있습니까?
1) 이해하기에 손쉬운 한글성경이 있다 2) 없다

문10. 그러면 그 성경은 어떤 출판사의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내용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겠습니다.>

성    함 : 교회명 : E-mail:

교회전화 : 손전화 : F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