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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산하단체 고용인들의 선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조사기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 

기획목표는 세계 대총회 산하 13 개 지회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의 재림교회 선교사명에 관한 관계인식과 기관단체와 

재림교회의 선교 사명에 대한 관계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문조사는  교육기관(초, 중, 고, 대), 의료, 

요양기관, 출판, 미디어, 구호봉사, 식품산업등의 기관단체에서 행해집니다. 

 

설문조사가 조사하고자 하는  연구질문은 무엇입니까?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소유한, 혹은 제휴나 후원으로 이루어진 

기관단체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의 재림교회의 선교사명과의  관계인식 또한, 속한 기관단체와  재림 교회 세계 선교 

사명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 

 

설문조사에는 어떤 질문문항들이 나옵니까? 

설문조사에는 105 에서 109 개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디 문항에서 답을 하는지에 따라 부가적 질문 항목이 

주어집니다). 질문은 교회가  후원하는 단체의 행동강령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  또한   재림교회나 

다른교회후원단체에서의 사명의 중요성에 관한 귀하의 생각을 묻습니다. 설문조사는 두가지 타입의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중의 일부는 종교적인 신념과 관습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각각 

다른 질문들로 임의로 할당됩니다. 재림교인이 아닌 근무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배경에 의거하여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참가들의 종교적인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원할하게 몽키서베이버전에서 적절한 문항으로  보내지도록 

구성되었다. 종이 설문지의 조사의 경우 두가지 문항의 설문조사항들이 번갈아가며 작성자들에게 나뉘어짐으로, 

두문항 중에 한 문항을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재림교인은 어느항목에서든지 적절한 질문항목이 

주어질것이며 재림교인이 아닌 작성자들은 존중되어진 다른 2a, 2b, 2c 지점의 (아래 도표 참조) 적합한 질문항목을 

선택하여 답을 하실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 참가자들은 다음 질문들로 이동합니다 

 
1 문항 

질문 1-50, 84-88 

2a 문항 

질문 1-28, 51-88 

2b 문항 

질문 1-28, 61-88 

2c 문항 

질문 1-28, 70-88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예 예 예 예 

재림교인 아닌 기독교인  예 예 예 

비기독교   종교인   예 예 

무종교 혹은 불가지론 혹은 무신론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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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이 여러 자료에서 채택되어집니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 귀하의 작성한 설문지 데이터는 수천명의 설문지답이랑 익명성 데이터 파일에 합쳐질것입니다. 연구조사팀의 

목적은 각 사람의 설문지답 보다는 수천명의 설문지답으로인해 만들어진 패턴을 중점으로 연구 실행이 됩니다. 

➢ 데이터 입력은 귀하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했거나  (만약 설문지 답을 종이로 작성했으면) 귀하를 

모르는 사람이 스캐너를 통해  컴퓨터베이스로 입력되거나  수동적으로 몽키서베이에 입력함으로 역시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 설문지 작성자 개인정보누설방지를 위하여 누구도 식별되지 않도록 해당되는 크기 이상의 소단체 답변에 대한 

결과만 보고할 에정입니다.  

 

누가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는가요? 

연구조사팀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13 개 지회안에있는 재림교회소유, 연계 혹은 보조하고 있는 (예: 교사들, 

의사들, 생산공장 종사자들, 관리직 종사자들, 사무실 종사자들 등) 고용인들을  설문조사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초,중, 고등학교, 병원,요양병원, 출판사, 미디어센타, 식품공장, 구호봉사기관 그리고 기타 조직들을 

포함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예비조사와 최종보고서는 중요 기관 행정자들, 지회 행정자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총회에서 미리 각출된 

미래계획실무 그룹과 일정한 기간 동안 공유하게 될것입니다. 문서들은  학술및 교회분야의 컨퍼런스에서  

발표될것이며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사로 작성하여 동료평가 간행물로 제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총회,각지회,연합회 그리고 합회)의 선교 사명 그리고  교회 산하단체 (학교, 대학, 

병원, 출판사, 양로원, 미디어, 시조사)의, 선교 사명;  

• 여러나라에서 선정된 재림교회 기관 행정자들과 직원들과의 인터뷰; 

• 다른 설문조사에서 사용되어졌던 질문들과 글로벌 재림교우들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질문들; 

• The Pew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미국 종교적인 조망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는 모든 신념시스템을 

다루며 미국과 국제적으로 30000건 이상의 인터뷰를 포함한다); 

• 몇 가지 질문은 다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퀘스트 척도 (Alberto Voci, Giulia L, Bosetti, Chiara A. Veneziani

, “종말, 수단및 탐구로서의 종교 측정: 종교 생활및 방향 척도” TPM-Testing, Psycho-metrics, Methodolog

y in Applied Psychology 24 (2017): 83-98);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 (Bob Altemeyer and Bruce 

Hunsberger, “개정된 종교적 근본적인 척도. :짧고 스윗함”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4 (2004): 47-54); 본질적인/외부적인 종교의 방향 스케일 (Panagiota Darvyri, Michael Galanakis, 

Adamantios G. Avgoustidis, Niki Pateraki, Spyros Vasdekis, Christina Darviri, “아티키 주민들의 샘플의 

본질적인 혹은 외부적인 종교의 방향 스케일,” Psychology (2014): 1557-1567). 

• 몇가지 질문들은 Peter C. Hill과 Ralph W. Hood, Jr.,eds., 종교의 척도 (Birmingham,AL: Religious 

Education, 1999). 의 간행물에서 찾은 일부 항목을 기반으로 합니다; 

• Barna 그룹의 연구 간행물은 몇가지 질문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 두가지 질문은 Randall L. Haffner 의 설문조사 도구에서 적용하였습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핵심 

건강신념 확인: 현재 의료 관행과의 조정,” 앤드류스 대학교 2006 박사논문. 

어느 보고서에서도 개인이 식별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작성한 개인의 답변으로 모든 참가자들의  

식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지 특별히 선정된 몇몇 지도자들은 예외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조사팀이 개인 

식별을 하지 않음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지킬것입니다. 설문조사팀 연구원들은 누가 설문답 작성을 하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 조사팀은 전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중요시 하기에 개인적인 설문조사답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조사팀은 설문조사에 개인적인  참여자의 답이 없고선 연구조사팀의 전체적인 

연구결과도 있을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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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사업부와 남태평양 사업부에서 진행된 연구의 첫 번째 출판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Amazon.com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수석 조사자: 

• Robert K. Mclver, BSc, BA (Theol). BD (Hons), MA, PhD;  아본데일 세미나리의 교수, 아본데일 대학교 

교육학부 ;아본데일 성경영성및 사회연구센타의 관장. 전화번호 +61 2 4980 2233. 이메일. 

 

팀멤버: 

• 피터 킬고 (Peter Kilgour), BA, DipEd, GDipEdAdmin, MEd, MathsEdD. 아본데일 대학교: 교육 과학부 연구 

학장 및 부교수. 

•     웬디 잭슨(Wendy Jackson), BHB, MBChB, Dip Paeds, FRACP, MDiv, PhD. 신학대학원장, 아본데일 

신학대학원. 아본데일 대학교. 

•     쉐리헤팅 (Sherene (Sherry) Hattingh), DipEd, DSE, PostDip (ESL), MEd, EdD. 교육과학부 수석강사. 

아본데일 대학교. 

• 스티븐 커로 (Steven Currow), BA(Theol), MA. DMin. 목회 연구의 임시 교장, Newbold College 현장 교육 

이사. 

 

이 설문조사를 주관하는곳이 어디입니까? 

이 연구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총회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래계획워킹그룹 (FPWG) 에 

의해 시작된 연구는 수집된 결과를 전략기획의 목적으로사용할 계획입니다.  FPWG 에는 대총회의 총회장, 서기, 

재무및 부회장이 포함됩니다. FPWG 는 전략 계획의 기반이 되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이 연구는 FPWG 의 비서로 

근무하는 데이비드트림 (David Trim) 과 대총회의 기록통계및 연구실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인도네시아 바하사,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SurveyMonkey 설문조사 버전에서 이러한 언어 중 하나를 화면 오른쪽 상단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 접수? 

이 연구 프로젝트나 수행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을시에는 아래 아본데일 대학교 인간연구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 

PO Box 19, Cooranbong NSW 2265, Australia, 혹은 전화번호+ 61 2 49802121 팩스+ 61 2 4980 2117 이메일: 

researchoffice@avondale.edu.au. 혹은 다음 연구원중 한명에게 연락하십시오: 로버트 맥아이버 박사 (Dr Robert 

Mclver); 이메일: rob.mciver@avondale.edu.au 전화번호.+ 61 2 4980 2120 팩스 +61 2 4980 2118; 혹은 쉐리 

해팅 박사 ( Dr Sherry Hattingh) 이멜: sherry.hattingh@avondale.edu.au ph.+61 2 4980 2193. 

• Robert K. Mclver and Sherene J. Hattingh, eds. 2019. “봉사및 선교를 위한 교육: 북미 재림교회의 
교사와 선교에 대한 인식” (뉴사우스웨일즈 쿠란봉: 실버스프링  MD: 아본데일 학술 출판부/ 대총회 

기록통계및 연구실팀) [https:www.amazon.com/dp/0648470431]; 그리고 

• Robert K. Mclver, Sherene. J. Hattingh and Peter W. Kilgour. (Eds). (2020). “영원을 위한 준비로서의 
교육: 호주와 솔로몬 군도 에 있는 재림학교 교사들과 그들의 선교에 관한 인식.”  뉴사우스웨일즈 

쿠란봉;실버스프링 MD: 기록통계 및 연구실팀 / 아본데일 학술 출판부. 

[www.amazon.com.au/dp/064847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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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원들에게  우편으로 연락할수 있습니다 Avondale University PO Box 19, Cooranbong NSW 2265, 

Australia.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 대총회 기록통계부 

• 아본데일 성서,영성 및 사회연구센타 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 팀원들이 정규직의 일부로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 Avondale University 와 Newbold College 에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연구에 도움이 된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ob, Peter, Sherry, Wendy, and Steve. 

 

Robert K. McIver, PhD 

Professor Avondale Seminary 

Director Spirituality and Worship Research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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