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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는 글
본 연구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신자들이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것이
일반인들의 이해와는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 분석하여 목회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중복음에 대한 연구는 신학의 학문적인 분류로 볼 때, 교리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므로 다분히 조
직신학 또는 성서신학의 연구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목회자들이 신자
들에게 설교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이므로 실천신학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분석과 응용은 당연
히 실천신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천신학을 다른 용어로 응용신학이라고 하는 만큼 이론신학의
학문적 결과를 교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성격이라고 볼 때, 본 연구는 교리의
주제가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신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하는 실태를 분석하여 그것을 기초로
목회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부정적 송환(feedback)을 확인하게 된다면 본 교단
의 목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므로 신자들의 중생에 대한 교리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다.

II. 중생의 개념적 이해
사중복음(四重福音, the four-fold Gospel) 이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용어를 일컫는

말인데 이는 성결교회 고유의 교리적 특색으로서 1887년 Albert B. Simpson이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본 연구는 사중복음 가운데서 중생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A. 중생의 이해
1. 중생의 용어

* 신학부(목회상담학) 교수
1) 1890년 그는 New York에 있는 교직자 회의에서 사중복음 이란 용어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에게 선
물로 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간증했다. 그는 여러 교파에 소속된 교직자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여 주
예수는 구주(savior), 성결자(sanctifier), 치료자(healer), 그리고 오실 주(coming Lord)라고 설명함으로써 사중복음을 교
직자들의 교파 연합을 위한 구심적 교리로 만들려고 했었으며, 이 용어는 1907년 E. A. Kilbourne에 의해서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중생(重生)을 나타내는 헬라어

는 신자들의 변화된 생활의 시작을 의미한다.2) 영어에서

중생을 의미하는 단어 regeneration은 라틴어 regenero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헬라어의
서 기인된 단어로서 다시 나는 것(to be born again) 을 의미한다.

에

는 신약성경에 오직 두

번(마 19 :28, 딛 3:5)밖에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결코 그 의미를 약화시킬 수 없는 것이며, 그 개념과 설
명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3) 대표적으로 그리고 중생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은
요한복음 3장의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잘 나타나 있다. 보편적으로 중생을 위로부터 나
는 것(begotten from above) 이나 다시 나는 것(begotten again) 보다는 거듭나는 것(born again) 이라고 번
역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4) 중생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개념보다는 새로운 출생(new born)
재생(reproduction)

재소생(renewal)

재창조(re-creation)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하

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5) 뿐만 아니라 회심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6) 보
편적으로 회심은 인간의 행위 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중생은 하나님의 행위 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7)
일반적으로 개혁주의의 입장은 회심이든, 중생이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해했는데 Jay E. Adams
의 경우에는 중생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행위로 이해했고, 또 회심은 인간이 하는 행위로 이해했다.8)
중생은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헌장에 따르면 신생(新生)이라고도 부르며, 거듭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9) 또한 이는 구원(救援, salvation)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은 인간의 믿
음을 통한 성령의 사역으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해 내는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한다.10)
2. 중생의 개념
중생 자체의 신학적 주제는 학문 분류에 따르면 조직신학의 구원론에 해당하는 교리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영혼이 성령으로 소생되어(엡 2 :1) 그 심령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가능하게 됨을 의
미한다. 그러나 중생 체험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 중생은 순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체험
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한 중생 경험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체험이라는 것은 시간을 수반하고 체험의 연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
간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생의 행위가 지각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
릴 수 있다면 모든 변화와 체험은 중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생은 체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초자연적이고도 순간적인 하나님의 행위라는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11)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의 헌장에 따르면 중생은 거듭나는 것이며,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12)

2) 이성주,「사중복음」(안양: 성결교신학대학교, 1993), 34.
3) 이를테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난다, 요한일서 2장 29절
그에게서 난 줄,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새 사람을 입
으라 등은 내용상 중생을 의미하는 성경구절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4) William T. Kirwan, Biblical Concep ts f or Christian Counseling: A Case f 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4), 193.
5) John F. Walvoord, The Holy Sp irit (Grand Rapids: Zondervan, 199 1), 128.
6) Walvoord, 128-129. 17세기에는 회심과 중생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7) Walvoord, 129.
8) Jay E.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9), 233.
9) 헌장, 제2장 신조, 제4절 중생, 2 중생
10) Sinclair B. Ferguson, The Holy Sp iri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6), 139.
11) Walvoord, 133-134.
12)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 속에 이루어지는 도덕성의 급격한 변화를 말한
다. 이로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순종과 승리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지나간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중생은 사람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 있는 것이니, 이로써 그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신령한 일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며, 양자의 특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묘사했다. 헌장, 제2장 신조, 제4절 중생, 2 중생

B. 일반상담과 목회상담의 임계적 개념으로서 중생
중생은 일반상담과 목회상담의 시금석 또는 임계적(critical)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3) 따라서 목회상담
은 내담자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 또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할 수 없
으며, 한다고 할지라도 우선적으로는 전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신앙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
러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할지라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상담의 초점이 중생에 맞추어져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중생은 일반상담과 목회상담을 구별짓는 시금석이 되는 개념이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상담은 한계에 부
딪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목회상담에서 다루지 않는 상담 주제라는 것은 없으며, 목회상담의 주제가 따로 있는 것
이 아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 할 때, 신앙 요소의 활용 또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중
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중생한 자에게 적용시켰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즉 목회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심리학 이론이나 기법으로 치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
로 처방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중생하지 않은 자는 신앙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
는 자이므로 이를 상담, 치유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목회상담을 신앙 범주 내에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중생한 자로서 원치 않게 우울, 불안, 공포, 강박,
갈등, 불면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거나, 진학, 진로, 가정, 결혼, 이혼, 직장 등의 문제를 포함
하여 삶의 정황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들, 즉 신앙과 상충되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 등의 문
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에서 신
자들을 상담할 때,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문제는 중생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생의 역사가 없이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
든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한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자의 진단은 내
담자에게 중생이 일어났는지의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14) 이것은 내담자의 구원을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담당한 목회자로서 거듭나기를 요청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
다.

C. 중생의 심리치료적 효과
1. 중생의 심리치료적 효과
Simpson에 따르면 사중복음의 첫 번째 주제인 구주되신 그리스도 에서 구원받아야 할 여덟 가지 사항
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죄책 (2) 하나님의 진노 (3) 율법의 저주 (4) 양심의 악 (5) 악한 마음 (6)
죽음의 공포 (7) 사단의 권세와 왕국 (8) 영원한 죽음 등이다.15) 이 주제들은 한 마디로 축약하면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울러서 이것들은 목회상담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상담 주제들과 동일한 것인데
이처럼 죄라는 실체를 부인하는 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16) 중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로 요약
되며, 이것은 목회상담에서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즉 중생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 아울러
13)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 's Manual: The Practice of Nouthetic Counseling, 33.
14) Achibard D. Hart, Gary L. Gulbranson, and Jim Smith, eds., Mastering Pastoral Counseling (Portland OR:, 1996),
72.
15) Albert B. Simpson, The Fourf old Gosp el, 손택구 역,「사중의 복음」(서울: 한국복음문서간행회, 1997), 13-30.
16) O. Hobart Mowrer, The Crisis in Psychiatry and Religion (Princeton, NJ: Van Nostrand, 1961), cp. 3, 4.

서 Simpson이 제시한 바 다양한 문제들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목회상담
이란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사역과 성결케 하시는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7) Wesley는
중생이 성령의 내주와 역사로 이루어진 성품의 변화이며, 실제적인 경험이라고 보고 있다.18) 그렇다면
여기에는 다분히 심리치료적인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진술이 된다.
Walvoord도 중생의 결과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며, 이 땅에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옛 성품의 뿌리를 근절시킬 수 없으며, 새 성품과 옛 성품이
공존되는 것 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때의 새 성품이 타락 전 아담의 무죄 상태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19)
David A. Seamands & Beth Funk는 중생했다고 해서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인간은 중생했을지라도 과거의 상처받은 기억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되므로 이것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20) 이를테면 자기 비하, 분노, 완벽주의, 욕구
불만, 열등감 등의 심리를 여전히 갖게 될 것이다. Seamands & Funk는 중생의 체험만을 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 가운데 과거의 상처나 옛 성격으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지 않는 사례를 제시한 바 있
다.2 1) 중생은 거룩한 삶의 시작이지만 기도와 믿음의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자발적으로
어기어서 그 결과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22)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입장도 중생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간은 연약하여 범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회개하면 다시 사죄함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23)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죄책감-자백-일시적 평안-범죄라는 순환 과정을 겪게 된다.24) 특히 중생한 사람은 영적으
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아서 시시때때로 엄습해 오는 유혹과 죄들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좌절을 당했을 때, 죄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중생을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며,
좌절하여 상담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에서는 중생한 후에 범죄함으로 괴로
워하고 낙심하여 결국 이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는 신자들을 위해 각별한 상담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회개이다. 물론 이 회개는 불신자가 거듭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회
개와는 다르다. 이처럼 회개가 상담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은 일반상담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17) Jay E. Adams, Comp 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Zondervan, 1970), 20.
18) John Wesley 's Theology Today, 127.
19) Walvoord, 135.
20) David A. Seamands & Beth Funk, Healing f or Damaged Emotions Work Book, 김재서 역,「상한 감정의 치유
워크 북」(서울: 예찬사, 1994), 26.
21) 몇 년 전, 나는 한 친구 목회자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남편이 신경쇠약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다. 나와 그녀는 그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차안에서 그녀는 남편에 대해서 말
했다. 나는 남편 Bill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마치 무엇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같아요. 그는 늘 긴장되어
있었고, 편안히 쉬어 본 일이 없어요. 늘 과로에 시달렸구요. 그가 돌보는 신자들은 물론 그를 사랑했지요. 그들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거부했어요. 그는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결국
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지요. 이제 그의 건강은 철저하게 악화됐어요.
중생했지만 중생하기 전 완벽주의의 사고를 버리지 못한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Bill은 중생하기
전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완벽주의의 성격을 키워왔다고 고백했다. 학창시절 학점은 항상 B학점 C학점 투성이었는
데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신 후 늘 조금만 열심히 하면 모두 B는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셨고 Bill은 열심히 해
서 모두 B학점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금만 더 해봐 모두 A학점을 받을 수 있어! Bill은
정말 열심히 해서 모두 A학점을 받았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대하고 성적표를 보여주자 아버
지는 그 선생님들은 학점이 후하신가 보구나! 라고 말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가진 그는 항상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완벽주의의 complex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image)에도 영향을 주어 항상
만족을 드리지 못할 때는 자신에게 죄책감과 분노, 불안, 열등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감정은 구원을 받았
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생한 자이지만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사람들을 위해 목회상담이 필요하다. Seamands & Funk, 33.
22) John Wesley 's Theology Today, 127.
23) 헌장, 제2장 신조, 제4절 중생, 2 중생
24) Bruce Narramore, No Condemn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4), 155.

있으며, 중생한 자들의 영적 회복을 돕는 상담방법이다.
대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신자들은 아직도 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25) 중생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심성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성령과 육체의 갈등 속에서 살게 된다. 회개
하고 중생한 후에는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26) 중생한
사람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속성은 그로 하여금 죄로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욕구를 충동시키는데, 중생
한 사람도 성령의 소욕 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늘 긴장, 갈등하면서 살아가게 되며, 본성의 부패로
인해서 악을 향한 속성,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붙잡으려는 경향을 느끼며, 죄를 감지하고 살아간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이중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묘사한 바 있다.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아직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연약하여 죄를 범하게 되지만 죄에 대한 적대
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거와는 다른 죄에 대한 심적 갈등과 고통 또는 괴로움이 더하게 될 것이며, 이
에 따라 죄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27) 심적 갈등과 고통은 전에 알지 못했던 일
종의 내전(內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수 믿기 전, 또는 중생하기 전과는 심리적으로 다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진정한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육과 영, 또는 진리와 거짓,
자신의 죄악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등이 서로 상충되어 갈등이 유발되므로 괴로워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생의 뚜렷한 현상 가운데 하나로 죄를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게 되고 죄에 대하여
적대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28) 중생의 현상 가운데 자의적으로 죄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생기게 되는
데 목회상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중생하기 이전에는 죄책감 없이 죄를 즐거
워하였고, 죄와의 갈등이 없었지만 중생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목회상담은
항상 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서 내담자의 심적
괴로움에 대해서 회개의 개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사죄의 확신, 그리고 죄책감에 대한 처
리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Wayne E. Oates는 죄책감을 불안과 연결시켜서 이해했는데 이
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심리적 현상으로 보았다.29) 그러므로 목회상담에서는 그것이 불
안이 되었든지, 죄책감이 되었든지 중생한 신자들로 하여금 성결에 이를 수 있도록 각별한 상담적 지원
이 필요하다.
상담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사죄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
라 바로 이어서 성결의 은혜를 받도록 인식시키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사역과 성결케 하시는 사역을 입체적으로 생각하여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30) 물론 중생과 성결은 논리적, 신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명확한 논리와
구별이 필요하지만 목회상담적인 입장에서 이 둘의 선을 지나치게 분명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
며, 이것을 동시에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31) 즉 중생과 초기 성결은 동일 개념으
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32) 중생한 후에 성결이 없으면 그 영혼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이 두 개념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중생은 매우 중요하지만 성결하지 못한 신자의 삶은 중생의 중요성과 그
의미마저 퇴색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생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옛 성품을 정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결의 은혜

25) Harold Lindstrom, Wesley and Sanctif ication, 전종옥 역,「웨슬레와 성화」(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84), 52.
26) Gary R. Collins,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 or Peop le Help ers (Colorado Springs, CO: NAV
Press, 1993), 144.
27) Lawrence J. Crabb, Understanding Peop le: Deep Longings f or Relationship (Grand Rapids: Zondervan, 1987), 149.
28) A. M. Hills, Scriptural Holiness and Keswick Teaching Compared (Manchester: Star Hall, 1900), 2 1.
29) Wayne E. Oates, The Other Side of Anxiety (Nashville: Graded, 1975), 62-73.
30) Jay E. Adams, Comp etent to Counsel: Introduction to Nouthetic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0), 20.
31) 이명직은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므로 뚜렷이 구별할 의의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명직, 87.
32) 이현갑,「기독교 사중복음」(서울: 청파, 1995), 90.

가 필요하므로 성결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III. 중생 이해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중생에 대한 인식을 신자 집단과 비신자 집단간에 비교, 분석을 실시
해 보았다. 여기서 신자 집단이라함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교회학교 교사 집단이며, 비신자 집단이라
함은 일반 중등학교 교사 집단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이 두 집단간의 중생에 대한 이해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표본 가운데 교회학교 교사 집단은 2002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에서 주최하고 성결대학교에서 가졌던 제1회 전국청소년
수련회에 참여한 교단산하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로서 2002년 8월 1일 교사들을 위한 특강 시간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무작위로 7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수거한 설문지 가운데 잘못 표시했거나 알
아보기 어려운 것들을 제외한 66매의 설문지만을 분석하였다. 이 집단과 비신자 교사 집단을 비교했는
데, 비교집단인 비신자 교사 집단은 일반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002년 8월 4주동안 성결대학교 교육대
학원에서 전문상담 교원연수를 받은 중등학교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가운데 기독교 신자
가 아니고 답안을 성실히 작성한 37명의 집단과 비교한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서 SPSS/PC 1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및 집단과 집단의 차이검증은 χ2 로 실시하였다. 이
자료의 분석 결과는 앞에서 논의되었던 연구의 이론적 부분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표 1〕 자신이 중생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frequency
percent

(1)
53
80.3 %

(2)
10
15.2 %

(3)
3
4.5 %

(4)
0
0%

(5)
0
0%

범례: ⑴ 분명히 했다. ⑵ 한 것 같다. ⑶ 잘 모르겠다. ⑷ 하지 않은 것 같다. ⑸ 분명히 하지 않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자들에게 자신이 중생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의 빈도분석 결
과에서 분명히 중생했다 고 답한 경우는 53명(80.3 %)이었고, 중생한 것 같다 는 답변에는 10명(15.2 %)이
응답하였다. 대략 95.5 %가 중생 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반응했으며, 중생했는
지 잘 모르겠다 는 답변은 3명(4.5 %)에 불과했다. 또한 자신이 중생하지 않은 것 같다와 분명히 중생하
지 않았다는 답변에는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중생한 것
으로 볼 수 있는 분석이다. 물론 교회학교 교사 집단은 일반 신자 집단과는 다소 신앙의 경력이나 상태
가 다르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신앙의 경력이 낮거나 신앙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을 교
사로 임명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신자 집단보다도 높은 중생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선정했다고 분
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중생에 대한 확신이 미약한 집단, 즉 한 것 같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집단이
19.7 %인데 근본적으로 목회자들은 주일학교 교사 선정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해 중생의 확신을 가진
자로 선발해야 할 것이며, 기존 교사들에 대하서도 중생의 확신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할
것이다.
〔표 2〕 중생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frequency
percent

(1)
26
39.4 %

(2)
31
47.0 %

(3)
5
7.6 %

(4)
4
6.1%

(5)
0
0%

범례: ⑴ 반드시 중생 여부가 체험된다. ⑵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⑶ 잘 모르겠다.
⑷ 중생해도 반드시 체험되는 것은 아니다. ⑸ 중생이라는 체험은 없고, 알 수도 없다.
〔표 2〕는 중생 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것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빈도분석
의 결과에서 반드시 중생 여부는 체험된다 고 답한 경우는 26명(39.4 %)이었고,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고 응답한 경우는 3 1명(47 %)이었다. 또한 잘 모르겠다 는 답변이 5명(7.6 %), 반드시 체
험되는 것은 아니라 고 답한 사람은 4명(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생의 체험이라는 것은 구원의 체험과도 같은 개념인데 반드시 구원을 체험으
로 알 수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구원은 체험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약속이며
확신이므로 이런 입장을 갖지 않고 체험만을 중시하게 되거나 체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바르지 못
한 것이다. 반드시 중생 여부가 체험된다는 답변에 38.4 %가 답한 결과는 아마도 신자들이 이해한 중생
체험은 중생 자체의 체험이라기 보다는 중생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변화된 삶을 체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분은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에 답한 것으로 보아 비교적 건전한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반드시 중생 여부가 체험된다고 고정된 사고를 갖게 되면 체험
되지 않은 중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을 분석해 볼 수
있다.
〔표 3〕 중생은 순간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frequency
percent

(1)
8
12.1%

(2)
45
68.2 %

(3)
1
1.5 %

(4)
9
13.6 %

(5)
3
4.5 %

범례: ⑴ 순간적으로 얻게 된다. ⑵ 순간적이지만 점진적으로도 얻게 된다. ⑶ 잘 모르겠다. ⑷ 점진적
이지만 순간적으로도 얻게 된다. ⑸ 점진적으로 얻게 된다.
〔표 3〕중생은 순간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순간적 이라고 답한 경우는 8명(12.1%)이
었고, 순간적이지만 점진적이기도 하다 고 답한 인원은 45명(68.2 %)이었다. 또한 점진적이지만 순간적
일 수도 있다 는 답변은 9명(13.6 %)이었고, 점진적 이라고 답한 사람은 3명(4.5 %)이었다. 이로 보건데 신
자들은 대개 중생을 순간적으로 이해하지만 점진적일 수도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점진적이지만 순간적으로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점진적으로 얻게 된다는 집단은 18.1%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교단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중생은
마치 출생과 같은 것이므로 순간적이지, 점진적일 수는 없으나 대개의 신자들이 점진적일 수 있다고 이
해한 것은 잘못 이해한 것으로 교단 교역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교육되어야 할 부분이다.
〔표 4〕 중생하면 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변
frequency
percent

(1)
1
1.5 %

(2)
54
81.8%

(3)
0
0%

(4)
6
9.1%

(5)
5
7.6 %

범례: ⑴ 죄를 전혀 범하지 않게 된다. ⑵ 죄는 범하지 않으려 한다. ⑶ 잘 모르겠다. ⑷ 죄를 범하는
것 같다. ⑸ 죄는 똑같이 범하게 된다.

〔표 4〕는 중생하면 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는 답변의 빈도분석 결과 전혀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는 사람은 1명(1.5 %)이었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 는 질문에 54명(81.8%)가 답변했다. 또 죄를 범
하는 것 같다 는 6명(9.1%),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된다 는 5명(7.6 %)으로 나타났다. 96.8%에 해당하는 대
다수의 교사들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답변에 반응한 것으로 봐서 중생으로 인해 신자들은 틀
림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16.7 %는 중생
이전과 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목회자들은 신자들에게 중생한 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
한 목회, 설교, 상담, 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중생하면 죄에 대한 민감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frequency
percent

(1)
38
57.6 %

(2)
22
33.3%

(3)
0
0%

(4)
5
7.6 %

(5)
1
1.5 %

범례: ⑴ 매우 민감하게 많이 생긴다. ⑵ 생기는 편이다. ⑶ 잘 모르겠다. ⑷ 없어지는 편이다. ⑸ 전
혀 없어진다.
한편 〔표 5〕는 신자 집단에 대해서 중생하게 되면 죄에 대한 민감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에 대한 빈도분석의 결과에서 죄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많이 생긴다 에 38명(57.6 %)가 응답하였
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는 편이다 에 응답한 경우는 22명(33.3 %)이었다. 대략 90.9 %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게 된다 고 응답했는데 이는 삶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죄의 인식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죄에 대한 민감성이 발생하여 죄에 대한 거부가 나
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은 중생 이전에는 없던 것이 생긴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더욱 선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며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중생하면 죄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frequency
percent

(1)
32
48.5 %

(2)
34
5 1.5 %

(3)
0
0%

(4)
0
0%

(5)
0
0%

범례: ⑴ 미워하게 된다. ⑵ 싫어하는 것 같다. ⑶ 잘 모르겠다. ⑷ 싫어하지 않는다. ⑸ 좋아한다.
〔표 6〕은 죄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의 빈도분석에서 중생함으로 죄를 적
극적으로 미워하게 된다 는 문항에 32명(48.5 %)가 답했고, 죄를 싫어하게 되었다 는 답변에 34명(5 1.5 %)
가 답함으로써 신자 전체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다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 집단과 일반 중고등학교 교사 집단간의 중생 인식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 것은 아래 결과와 같다. 〔표 7〕은 중생하면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조
사 결과이다.
〔표 7〕 심리적 문제는 중생으로 인해서 치료될 수 있는가?

구

분
신

신앙
유무

자

N
66

1
34 (51.5)

2
23 (34.8 )

3
2 (3.0)

4
1(1.5 )

5

χ2

6 (9.1)
26.62* * *

비신자
계(% )

37
103 (100)

3 (8.1)

24 (64.9 )

7 (18.9 )

2 (5.4 )

1(2.7 )

37 (35.9)

47 (45.6 )

9 (8.7 )

3 (2.9 )

7 (.8)

1. 분명히 치료된다. 2. 치료되기도 할 것 같다. 3. 잘 모르겠다. 4. 치료되지 않을 것 같
다. 5. 중생과 치료는 아무 상관없다.
***p <.00 1
〔표 7〕에 따르면, 신자의 경우 중생하게 되면 심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치료된다 는 문항에 5 1.5 %가
응답하였으나, 비신자는 8.1%에 머물렀다. 이를 χ2 로 검증한 결과, 신자와 비신자 집단간에는 p <.00 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26.62, df=4). 아무래도 신자들은 교회에서
설교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중생을 이해하였고, 중생의 결과로서 심리적 질병까지도 회복될 수 있다
고 믿었으나 비신자 집단에서는 그야말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중생했다 하여 심리적 질병이 치료되리라
고 믿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중생하면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의 조사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중생으로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되는가?
구
신앙
유무

분
신

자

N

1

66

26 (39.4 )

2
28 (42.4 )

3
2 (3.0)

4
4 (6.1)

5

χ2

6 (9.1)
19.71* * *

비신자

계(% )

37
103 (100)

4 (10.8 )

17 (45.9 )

6 (16.2)

9 (24.3)

1(2.7)

30(29.1)

45 (43.7 )

8 (7.8 )

13 (12.6)

7 (6.8)

1. 완전히 회복된다. 2. 회복되기도 할 것 같다. 3. 잘 모르겠다. 4. 여전히 남는 것 같다.
5. 여전히 남는다.
***p <.00 1
〔표 8〕에 따르면 신자 집단의 경우 중생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회복된다'와 회복되기도
한다 는 긍정적 입장에 대해서 81.8%가 응답하였으나, 비신자 집단의 경우에는 모든 문항에 골고루 반응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χ2 로 검증한 결과, 신자와 비신자 집단간에는 p <.00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19.7 1, df=4). 역시 신자들은 중생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된
다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로부터 설교 및 교육을 받았으리라고 볼 수 있거나 이를 체험했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중생으로 이전의 성격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중생으로 이전의 성격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구

분
신

신앙
유무

자

N

1

2

66

16 (24.2)

38 (57.6 )

3

4

2(3.0)

9 (13.6)

5

χ2

1(1.5 )
9.67*

비신자
계(% )

37
103 (100)

2 (5.4)

28 (75.7 )

4 (10.8 )

3 (8.1)

0 (0.0)

18 (17.5 )

66 (64.1)

6 (5.8 )

12 (11.7)

1(1.0)

1. 완전히 바뀌게 된다. 2. 바뀔 수도 있다. 3. 잘 모르겠다. 4. 바뀌지 않는 것 같다. 5.
전혀 바뀌지 않는다.
*p <.05
〔표 9〕를 보면, 신자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에 16명(24.2 %)이 응답한 반면, 비신자는 2명(5.4 %)에 머
물렀다. 이를 χ2 로 검증한 결과, 신자와 비신자 집단간에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9.67, df=4).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헌장에 따르면 중생은 사람의 마음 속의 실지로 이루어지는 도덕성의 영적 변
화이며, 중생은 그의 속 생명에 이루어진 변화의 역사라 할 것이므로 우리의 내적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33) 물론 비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나 성결교회 신자들은
이를 신뢰하는 것으로 볼 때, 사중복음의 교리가 특히 중생에 대한 인식은 헌장에 입각하여 바르게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자 집단은 대개 중생한
사람으로서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경험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하며, 비신자 집단의 경우 바뀔 수도 있다 는
답변이 75.7 %로서 막연히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생하면 삶의 다양한 고통이나 문제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의 조사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중생으로 다양한 고통이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구
신앙
유무

분
신

자

N

1

66

7 (10.6 )

2
54 (81.8 )

3
2 (3.0)

4
3 (4.5 )

5

χ2

0 (0)
15.64 * * *

비신자

계(% )

37

4 (10.8 )

21(56.8 )

11(29.7 )

1(2.7 )

0 (0)

103 (100)

11(10.9 )

75 (72.8 )

13 (12.6 )

4 (3.9 )

0 (0)

1. 완전히 잘 해결, 극복된다. 2. 잘 해결, 극복될 수도 있다. 3. 잘 모르겠다. 4. 잘 해결, 극
복하지 못하게 된다. 5. 전혀 해결, 극복되지 않는다.
***p <.00 1
〔표 10〕에 의하면, 신자 집단의 경우 중생으로 다양한 고통이나 문제를 완전히 잘 해결, 극복할 수
있다 에 7명(10.6 %)가 답변했으며, 잘 해결, 극복하게 된다 는 항목에 대해서 54명(81.8%)가 응답하였다.
비신자 집단은 완전히 잘 해결,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는 물음에 4명(10.8%)가 답변했고, 잘 해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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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는 것에 2 1명(56.8%)가 답변했다. 비신자들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중생하게 되면 다양한 심리
적 고통을 극복하리라고 신뢰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χ2 로 검증한 결과,
신자와 비신자 집단간에는 p <.00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15.64,
df=4). 즉 신자집단들이 비신자집단에 비해서 현저하게 중생으로 인해서 문제를 완전히 잘 해결, 극복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IV. 맺는 글
본 연구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의 중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그것이
일반 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본 것이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사들 가운데 대략 95.5 %가 중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생의 체험에 대해서는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3 1명, 47 %) 또 중생은 순간적이지만 점
진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중생하면 대부분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이 중생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죄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게 되었거나 싫어하게 되었다.
또한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 집단과 일반 중고등학교 교사 집단간의 중생 인식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신자 교사 집단과 비신자 교사 집단간에는 중생에 대한 인식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자 집단 내에서는 중생하게 되면 심리적 문제가 치
료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 비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또 신자들은 중생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전에 가졌던 성격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
며, 삶의 다양한 고통이나 문제가 잘 해결 또는 극복되리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비신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보건데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속한 교회들은 신앙이 확립된 자들을 교사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교육받
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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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중생의 인식에 관한 설문지 (무기명)

*본 설문지는 중생의 인식에 관한 설문지입니다. 맞거나 틀린 답을 알아보기 보다는 단순히 실태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깊은 생각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생각과 견해를 묻는 설문입니다. 설문의 내용은 학술 목적이외에는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생(거듭남): 여기서 의미하는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씻
어주시는 분으로 확실히 믿으며, 자신이 거듭나서 구원을 얻게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상태라고 정의
함.

1. 자신이 중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⑴ 분명히 했다. ⑵ 한 것 같다. ⑶ 잘 모르겠다. ⑷ 하지 않은 것 같다. ⑸ 분명히 하지 않았다.
2. 중생의 체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⑴ 반드시 중생 여부가 체험된다. ⑵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⑶ 잘 모르겠다. ⑷ 중
생해도 반드시 체험되는 것은 아니다. ⑸ 중생이라는 체험은 없고, 알 수도 없다.
3. 중생은 순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⑴ 순간적으로 얻게 된다. ⑵ 순간적이지만 점진적으로도 얻게 된다. ⑶ 잘 모르겠다. ⑷ 점진적이지
만 순간적으로도 얻게 된다. ⑸ 점진적으로 얻게 된다.
4. 중생하면 다양한 심리적 문제(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강박증, 불면증 등)들이 중생으로 인해서 치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⑴ 분명히 치료된다. ⑵ 치료되기도 할 것 같다. ⑶ 잘 모르겠다. ⑷ 치료되지 않을 것 같다. ⑸ 중생
과 치료는 아무 상관없다.
5. 중생하면 과거에 받았던 이른바 마음의 상처 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⑴ 완전히 회복된다. ⑵ 회복되기도 할 것 같다. ⑶ 잘 모르겠다. ⑷ 여전히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⑸
여전히 남는다.
6. 중생하면 중생 전에 가졌던 성격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⑴ 완전히 바뀌게 된다. ⑵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⑶ 잘 모르겠다. ⑷ 바뀌지 않는 것 같다. ⑸ 전
혀 바뀌지 않는다.
7. 중생하면 삶의 다양한 고통,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⑴ 완전히 잘 해결, 극복된다. ⑵ 잘 해결, 극복될 수도 있다. ⑶ 잘 모르겠다. ⑷ 잘 해결,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 ⑸ 전혀 해결, 극복하지 못한다.
8. 중생하면 죄와 어떤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⑴ 죄를 전혀 범하지 않게 된다. ⑵ 죄는 범하지 않으려 한다. ⑶ 잘 모르겠다. ⑷ 죄를 범하는 것 같
다. ⑸ 죄는 똑같이 범하게 된다.
9. 중생하면 죄에 대한 민감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⑴ 매우 민감하게 많이 생긴다. ⑵ 생기는 편이다. ⑶ 잘 모르겠다. ⑷ 없어지는 편이다. ⑸ 전혀 없어
진다.
10. 중생하면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⑴ 미워하게 된다. ⑵ 싫어하는 것 같다. ⑶ 잘 모르겠다. ⑷ 싫어하지 않는다. ⑸ 좋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