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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기독 청년(18-35세)의 43%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
람의 특징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인식함 

• 미국 바나 그룹이 월드비전과 함께 전 세계 25개국 청년들(18-35세)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
면 기독 청년의 43%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교회가 가난과 정의의 문제에 있어 일반 사회보다 관심이 더 있는지’에 대해 기독 청년의 73%, 무종교 청
년 32%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그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기독 청년 대상) (%)

•세계적 주요 문제 중 기독 청년 절반 이상은 ‘부패’에 가장 관심이 높음 

[그림]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상위 5위, 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미국 Barna group, “18–35-Year-Olds Rate the Church’s Reputation for Justice”, 2019.12.04.  
                   (25개국 18-35세 15,369명, 온라인 조사,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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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그림] ‘교회가 가난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 사회보다 더 큰 관심이 있다’              
          인식에 대한 ‘그렇다’ 비율 (%)

• 세계 기독 청년들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 문제 중 ‘부패’(54%)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무종교 청년은 세계 기후 변화(46%)를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해, 서로간 인식 차이가 나타남 

기독 청년 54% 35% 33% 29% 27%

부패 극빈 인종차별 환경오염 기아와 기근

무종교 청년

부패 극빈 인종차별환경오염세계 기후 변화 

46% 39% 37% 31% 29%

*자료 출처 : 미국 Barna group, “18–35-Year-Olds Rate the Church’s Reputation for Justice”, 2019.12.04.  
                   (25개국 18-35세 15,369명, 온라인 조사,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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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항목별 교회 공동체를 통해 경험한 비율 

•세계 기독 청년, 자신의 믿음이 여러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함 

•세계 기독 청년, ‘나는 교회를 통해 내가 열정적으로 몰두해야 할 것들을 찾았다’ 31%

(%)

• 세계 기독 청년은 교회로부터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는 데(45%), 사회적 정의를 더 잘 이해하
는 데(35%) 도움을 받고 있으며, 교회를 통해 열정적으로 몰두할 이슈들을 찾았다(31%)고 응답함  

우리 교회는 내가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나는 교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사회적 정의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나는 교회를 통해 내가 열정적으로 몰두해야 할 것들을 찾았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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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미국 Barna group, “18–35-Year-Olds Rate the Church’s Reputation for Justice”, 2019.12.04.  
                   (25개국 18-35세 15,369명, 온라인 조사, 2018.12.4.)  

[그림] 나의 믿음 때문에 나는....

*자료 출처 : 미국 Barna group, “18–35-Year-Olds Rate the Church’s Reputation for Justice”, 2019.12.04.  
                   (25개국 18-35세 15,369명, 온라인 조사, 2018.12.4.)  

• ‘자신의 믿음이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세계 기독 청년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타인
의 복지에 관심이 있게 되고(56%),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56%), 개인/집단의 부
당함에 맞선다고(48%) 응답함. 이와 같은 인식은 무종교 청년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임

나는 다른  
사람의 복지에  
관심을 둔다

나는 개인  
또는 집단의  
부당함에  
맞선다

나는 부패에  
대항한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자원(물질,  
물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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