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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목회지도자의 자기효능감과 섬김리더십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G시에 목회현장에서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지도자 116명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 8일부터 12월
22일 약 2주간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목회지도자의 일반적인 배경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섬김리더십은 어떠한지, 둘째, 목회지도자의 자기효능감과 섬김리더십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셋
째, 자기효능감이 섬김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도구는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김아영, 김미진, 2004)와 서버트리더십 측정도구(김현실, 2011)를 사용하였다. 자료처
리는 차이검증,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섬김리더십은 자기의 생명까지 회생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기독교의 근본정신이 있는 리더십이
며, 섬김리더십과 동일한 표현이다. 즉, 목회자에게서 리더십은 겸손과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발되어져야 하는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하는 모델링적인 역할이며,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의 목회리더십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
가 된다. 이에 섬김리더십은 목회현장에서 매우 요구되는 덕목이며 목회지도자로써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핵심어 : 목회현장, 목회지도자, 자기효능감, 섬김리더십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relationship between pastor efficacy of pastor and servant leadership. The subjects of
study are 116 pastors in G city and B region December 8 to 12, 2016. The research problems are
following. First, what are the pastoral efficacy of pastor and servant leadership. Second, whether there is
relationship between them. Third, whether pastoral efficacy affect servant leadership. The research tools are
pastoral efficacy measurement tool (A-Young Kim, M-Jin Kim, 2004) and servant leadership measurement
tool(H-Shil Kim, 2011). The data are processed by difference verification,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correl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ervice leadership is the basic spirit of Christianity, which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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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expression as the service leadership, which wants to make everyone love and peace community even
if it regains its life. In other words, leadership in the pastor is a serving leadership that must be developed
for Christians who resemble Jesus Christ's character of humility and service. This is a modeling role that
allows the saints to voluntarily devote themselves, and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pastoral leadership of
the pastor who is influential. The leadership of this service is a virtue required in the field of ministry and
suggests that the effort for self
development as a pastoral leader is very urg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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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목회현장은 다양한 문제와 위기로 싸여있고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을 향한 진단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목회자들은 정신적인 위로와 보살핌을 필요로한 성도들의 다양한 영적, 육적 및 심리적
인 문제를 돌보는 지도자로써 올바른 방향과 인식이 필요하다(김창식, 2007)[1]. Clinebell은 목회를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서 삶의 주기를 따라 베풀어지는 상호 치유와 성장을 전제로 한 보다 넓고
포괄적인 사역으로 정의하였으며, 그러므로 목회는 개인의 정체성 유지, 자기완성의 가능성, 타인
을 위한 행동의 민감성이 성숙되도록 돕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교
회를 섬기기 위해 행해지는 충성된 모든 행위(김경숙, 2017)[2]라고 하였다. 특히, 목회현장에서는
목회자가 가져야 할 성품, 자질, 인격, 역할 등의 다양한 분야가 갖추어진 목회교육의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덕목과 요구(김경숙, 2017)[2]가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
다.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영역 중에 목회효능감은 성공적인 목회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에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규정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구성원이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조직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1977)[3]. 또한 목회자의 내, 외적인 인격
성숙은 목회에 있어서 기본적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목회자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삶을
즐기는 능력, 모호함에 대한 인내심 등 목회자가 전인적 안녕을 추구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하려는
태도는 목회자의 전문적인 발달영역으로 매우 중요하다. 목회자의 영성이 깊을수록 목회자의 유능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목회자의 자기 한계를 수용하는 등의 유연성을 보여준다(안미순,
2015)[4]. 이러한 과정들은 목회자의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목회효능감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

하고 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자극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Soctt
2002)[5]. 또한 목회자의 목회효능감은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요소이며, 심리적

안녕감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구재선, 2005)[6]. 목회자는 내면의 안정감과 목사의 역할에 있
어서 자신감을 갖게 하여 목회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목회효능감은 성공적인 목회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목회효능감이 높은 목회자일수록 성도들을 더욱 효과적이고
의미있게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부분은 목회리더십이다. 현대의 목회사역에 있어서 목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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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위기의 문제(김경숙, 2017)[2]를 살펴볼 수 있다. 성직자
라는 권위적인 위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목회자로서 교인
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섬김에 해당하는 것은 서번트이다. 서번
트 리더십은 자기의 생명까지 회생하여서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고자 하는 기독교의 근본정신과 상통하는 리더십이며, 이는 섬김의 리더십과 동일하게 표현될 수
있다(강은영, 2013)[7].
Greenleaf(2008)는 서번트 리더십은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종사원, 고객 및 커뮤니티

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조력
자로서의 리더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그리고 공동체 윤리 등의 다섯가지 원칙에 따라 공동체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설득해 나가야하고 더불어 잘못된 점을 깨달으며 자신의 능력개발을 통해
꿈을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선견지명, 청지기 의식을 발휘하여야 하며 창의성을 통해 공동체
의 성장을 돕고 조직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는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는 섬세하
며 노력하는 사람, 격려하고 보살피며 편안한 분위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구성원들을 존중
하는 사람, 도덕성을 갖추고 신뢰할 만한 사람, 권한을 위임하고 학습을 장려하는 사람, 관계와 공
동체를 형성하는 사람, 부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사람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Boyer,
1999). 서번트 리더십은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리더의 섬김에 초점을 두고 섬기는 사람이 곧 영향

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연지연,
2016)[8].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리더와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주의할 것은 상하관계라기 보다 수평

적인 동료관계에 가깝다. 즉, 서번트 리더는 공동체 각자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대안에 대해 토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
이 협력하여 일을 추진해 나가며, 결정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
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서번트 리더는 질책보다는 격려를 통해 공동의 구성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게 되며, 일에 대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융통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목회자에게서 리더십은 겸손과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인 리더
들에게서 개발되어져야 하는 리더십으로 목회자가 지녀야 할 servantlearship이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의 목회리더십(김경숙, 2017)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회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효능감과 servantlearship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의 일반적인 배경에 따른 목회효능감 및 servantlearship은 어떠한가?
둘째, 목회자의 목회효능감과 servantlearship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목회자의 목회효능감은 servantlearship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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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대상은 목회자 116명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 8일부터 12월 22일 약 2주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거주지역은 G시 지역에서 담임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 125명을 임의표집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오류가 없는 성실한 응답설문지 116부를 본 연구자료로 선정하였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116명이며 일반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일반적 특성

(n=116)

[Fig.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구 분
성별
연령

경력

남
여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빈도
109
7
8
58
50
7
21
42
46

백분율(%)
93.9
7.1
6.8
50
43.2
6.0
18.1
36.2
39.7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자가 93.9%, 여자는 7.1% 이었으며, 연령은 40

대가 6.8%, 50대가 50.0%, 60대가 43.2%이며, 경력으로는 1년이상 5년미만이 6.0%, 5년이상에서 10
년미만이 18.1%, 10년이상에서 15년미만이 36.2%, 15년이상이 39.7%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목회효능감 측정도구는 김아영, 김미진(2004)[9]의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
들을 근거로 검토와 수정을 거쳐 본 연구의 목회효능감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 하위요
인으로 자기조절 효능감 11문항, 자신감 7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7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으로 나타났다. 둘
째, 서번트 리더십을 측정도구는 Laub(1999)가 개발한 서번트 리더십 검사 도구 (Wervant
Organizational Leadership Assessment: SOLA)를 바탕으로 이상혁(2015)이 사용한 청지기 의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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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공동체 의식 5문항, 성장 지원 6문항 비전제시 3문항 총 20문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으며, 서번트 리더십 전체 신뢰도는 .95이다.

2.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dows 18.0을 사용하였으며, 빈도 분석과 각 도구별 신뢰도를 측
정을 위해 Cronbach’s α를 분석하였다. 목회자의 일반변인에 따른 목회효능감과 servantlearship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와 회귀분석을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목회자의 목회효능감, servantlearship 일반적 특성
목회효능감, servantlearship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목회효능감, servantlearship 일반적 특성

(N=116)

[Fig. 2] Pastoral efficacy, servantlearship general characteristics

영역

목회효능감

서번트
리더십

하위요인

M

SD

목회조절 효능감

3.81

.54

목회자신감

3.76

.51

과제난이도 선호

3.76

.54

전체

3.78

0.53

공동체 의식

3.48

.60

성장지원

3.69

.58

비전제시

4.05

.54

전체

3.74

0.57

목회효능감은 5점 척도로 측정되어 평균 3.78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으로는 가족원간의 목회
조절 효능감 3.81, 목회자신감 3.76, 과제 난이도 선호 3.76로 나타났다. servantlearship은 평균 3.74
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으로는 공동체 의식 3.48, 성장지원 3.69, 비전제시 4.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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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목회효능감과 servantlearship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목회효능감 및 servantlearship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3와 같다.
[표 3] 목회효능감, servantlearship의 상관관계
[Fig. 3] Pastoral efficacy, correlation of servantlearship
1

2

3

4

5

6

7

1

1

2

.178***

1

3

.180***

.182***

1

4

.168***

.170***

.170***

1

5

.192***

.192***

.192***

.183***

1

6

.135***

.144***

.143***

.142***

.145***

1

7

.142***

.148***

.141***

.138***

.147***

.134***

1

8

.152***

.160***

.154***

.156***

.166***

.148***

.164***

8

1

***p<.001
1=목회조절 효능감, 2=목회자신감, 3=과제난이도 선호, 4=목회효능감 전체, 5=공동체 의식, 6=성

장지원, 7=비전제시, 8=servantlearship 전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회자의 servantlearship 전체와 공동체 의식(r=.166, p>.001)은 다

소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ervantlearship 전체와 비전제시(r=.164, p>.001),
servantlearship 전체와 목회자신감(r=.160, p>.001), servantlearship 전체와 목회효능감 전체(r=.156,
p>.001)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servantlearship 전체와 목회효능감 전체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
번트 리더십과 목회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효능감도 역시
servantlearship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목회자들의 목회효능감

및 servantlearship은 상호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3.3. 목회효능감이 servantlearship에 미치는 영향
목회자들의 목회효능감이 servantlearship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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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목회효능감이 servantlearship에 미치는 영향
[Fig. 4] The effect of pastoral efficacy on servantlearship

변수

변수
(상수)
공동체 의식
성장지원
비전제시

목회
효능감

B
30.26
.14
.28
.36

SE
2.06
.15
.17
.22

β
.02
.19
.25

t
13.117***
.279
2.035*
2.023*

R

R2

F

.228

.188

10.623***

*p<.05, **p<.01, ***p<.0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회자의 servantlearship을 종속변수로 취하고 목회효능감을 독립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목회자의 목회효능감이 servantlearship 전체에 미치는 영향
력은 22.8%로 나타났다(F=10.623, p<.001). 이러한 결과는 목회자의 목회효능감은 servantlearship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목회자의 목회효능감과 servantlearship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회자의 목회효능감, servantlearship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목회효능감은 공동체의식, 성
장지원, 비전제시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목회효능감이 높을수록 servantlearship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 servantlearship은 목회조절 효능감, 목회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servantlearship이 높을수록 목회효능감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목회자의 목회효능감과 servantlearship 간의 관계에서는 목회효능감과 servantlearship간의 상호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목회자의 영성이 깊을수록 목회자의 효능감에 긍정적이고 목회자의 자기
한계를 수용하는 등의 유연성을 보여주며, 목회자의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안미순(2015)[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목회효능감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자극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Soctt(2002)[5]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인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목회자의 목회효능감이 servantlearship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번트 리더십은 자기의 생명까지 회생하여서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기독교의 근본정신과 상통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섬김의 리더십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강은영(2013)[7]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목회자에게서 리더십은 겸손과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서 개
발되어져야 하는 리더십으로 목회자가 지녀야 할 덕목 중 목회효능감과 servantlearship은 매우 의
미있는 연구임을 시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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