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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교회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화와 함께 

성장하였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공동체성 상실 가운데 

교회는 도시 이주민들에게 연대감과 소속의식을 제공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대형화되었다. 따라서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은 

단순한 종교적 현상을 넘어 도시화의 측면에서도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교인 수 1만 명 이상의 초대형교회가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강남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강남개발과 대형교회 

초고속 성장의 상관성을 고찰하고, 교회성장을 도시·공간적 맥락에서 

파악하여 도시화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는 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 범위로서 강남개발기인 19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강남과 서초 지역의 도시화 배경과 특성을 살펴보고, 도시 및 

교회 성장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기존연구를 토대로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요인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강남의 도시화 특성에는 

아파트 밀집, 생활환경 인프라, 수준 높은 교육 기회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강남이 중산층 중심의 신도심으로 성장하면서 중산층 친화적인 

교회가 빠르게 교세를 확장하고 대형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강남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요인으로서 신도시 공간개발, 중산층 문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거점 역할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강남개발과 대형교회 초고속 성장요인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강남개발기에 초대형교회로 

급성장한 A, B, C교회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남의 신도시 공간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 교통시설 확충은 A, B, C교회가 교인을 확보하고 타 지역으로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개발 초기 교회 내부 

연결망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고 대형성전을 

건축하였던 위 교회들은 강남 토지 가격의 급등으로 초과 이윤을 축적할 

수 있었다. 둘째, 강남의 도시 중산층 문화에 적합한 교양주의 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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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회적 지위 부여,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A, B, C교회는 

사회적 지위 및 문화 수준 과시의 장이 되었고, 중산층 교인 확보를 

통해 경제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셋째, A, B, C교회는 신도심으로 

개발된 강남에 부재했던 지역공동체 거점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교인들의 친교 장소 역할을 했고, 고급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흡수하며 교세와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도시계획적 함의로서, 급성장한 강남 대형교회는 복합커뮤니티 

시설 역할을 하며 초기 대규모 도시개발 중 간과된 강남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켰고, 강남 특유의 중산층 문화 형성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 증대된 사회적 영향력으로 대형교회가 도시계획 

자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 역시 주목할 만하다.   

 

주요어 : 강남개발, 대형교회, 교회성장, 신도시, 중산층 문화, 지역공동체  

학  번 : 2020-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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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80년대부터 미국을 포함한 서구 개신교 국가들의 선교 

대상으로서 형성된 한국의 개신교는 1세기가 지나는 동안 크게 

성장하였다. 1920년에 323,574명이었던 개신교 인구는 2015년 한국 종교 

인구 중 45%(9,675,761명)를 차지하며 불교 인구 비율(33%)을 넘어 

한국에서 가장 많은 교인 수를 가진 종교가 되었다. 1 특히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10년마다 개신교 교인 수가 두 배씩 증가했고, 70년대 

후반에는 매일 6개의 교회가 설립되었을 만큼, 한국 개신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장을 경험했다.2  

도시의 세속적인 문화와 종교 활동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인식(Welch, 1983)과 달리, 한국 개신교의 성장 배경에는 도시화가 

있다(이원규, 1997; Suknam, 2004; 이정연, 2014). 정부 주도의 국토개발 

및 산업화와 함께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한국의 도시화율은 

37.0%에서 77.3%로 증가하였고, 3  대규모 농촌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 

도시로 이주하였다.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연대감과 정체성을 

상실한 도시 이주민들에게 교회는 공동체성과 소속의식을 제공하며 

성장하였고, 1985년에는 전국 개신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게 되었다.  

                                            
1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 현황> 
2 기독신문,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 –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2012년 2월 

6일. 
3 2019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I <도시와 생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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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도시화율과 개신교 인구 변화4 

 

<그림 1-2> 1985년 시도별 개신교 인구5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교인 수와 교회 수가 증가하고, 서울 

및 대도시 지역에서는 출석 교인 수가 10,000명 이상인 초대형교회가 

                                            
4 인구총조사에 종교 항목이 추가된 것은 1985년 이후로, 이전 개신교 인구는 

기독교대연감(1987)을 참고. 
5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종교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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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했는데, 이는 도시화가 개신교의 성장과 상응관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1-2>에서와 같이 1960년부터 1995년까지 전국의 개신교 

인구는 623,072명에서 8,760,000명으로, 교회 숫자는 5,011개에서 

35,032개로 증가하였다. 교인 수와 교회 수 모두 크게 증가하였지만, 

교인 수가 교회 수에 비해 더 큰 증가폭을 보인다. 교회의 대형화를 

가늠하기 위해 전체 교인 수를 교회 수로 나누어 교회당 교인 수를 

계산하면, 1960년부터 증가하다가 초대형교회가 대거 등장하던 

1980년대에 가장 높았다. 서울은 비슷한 시기에 전국보다 더 많은 

교회당 교인 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 개신교가 대도시의 

초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했음을 암시한다.   

 

시기 교회명(소재지) 

50 년대 영락(서울) 

60 년대 충현(서울) 

70 년대 여의도순복음(서울) 

80 년대 광림, 금란, 소망, 사랑의(서울), 숭의, 주안장로(인천), 은혜와진리(안양) 

90 년대 명성, 온누리(서울), 순복음인천(인천) 

<표 1-1> 초대형교회로 발전한 시기6 

연도 개신교 인구 교회 수 교회당 교인 수 

1960 623,072 5,011 124.3 

1970 3,192,621 12,866 248.1 

1980 7,180,672 21,243 338 

1995 8,760,000 35,032 250.1 

 <표 1-2> 전국 개신교 인구와 교회 수 변화7 

                                            
6 홍영기(2003, p50)를 재구성. 
7 교회 숫자는 기독교대연감(1987)과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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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교인 수 교회 수 교회당 교인 수 

1965 153,705 605 254.1 

1972 629,725 1,738 362.3 

1975 868,026 2,730 318 

1980 2,336,766 4,492 520.2 

1984 2,292,109 3,534 648.6 

<표 1-3> 서울 개신교 인구와 교회 수 변화8 

도시화와 함께 성장한 교회는 한국 도시의 경관을 변화시켰다.
9
 

수많은 교회들이 도시에서 설립되었고, 오랜 전통을 지닌 영락교회와 

충현교회, 여의도, 강남개발과 함께 성장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소망교회, 

사랑의교회 등이 초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넓은 부지 위에 거대한 

예배당, 교육 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초대형교회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었다(장형철, 2014).  

교회의 성장은 도시의 생활양식도 변화시켰다. 일찍이 미국의 

예배 형식과 문화사역 방식에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도시민들의 

유입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 영역을 넓혔다(이정연, 2014). 특히 

성경공부 모임 및 집회를 포함한 종교 활동은 물론, 초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개설된 결혼예비학교, 부모학교와 같은 생활교육, 그리고 보육, 

쉼터와 같은 복지 등의 프로그램은 다른 교회들로 확산되어 도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했다. 심지어, 초대형교회가 학교, 카페, 서점, 

콘서트홀, 묘지 등 수익을 내는 사업까지 운영하면서, 종교활동의 

경계를 넘어 도시민들의 일상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같은 그리스도교 계열 종교인 천주교 역시 도시의 주요 종교로 

                                            
8 서울통계연보 참고.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종교별 교인 수는 서울통계연보에 

누락됨. 
9 헤럴드경제, <“서울 야경은 십자가” 거장 발언에 네티즌 ‘와글와글’>, 

2011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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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았지만, 개신교와 다른 조직 운영 원리로 인해 성당의 

초대형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천주교는 교구를 중심으로 위계적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조현범, 2013). 천주교는 개별 성당의 성장이 

아닌 교구의 성장을 추구한다. 따라서 천주교는 교인 수가 증가하여 

기존 성당의 수용 범위를 넘어설 때, 새로운 본당을 신설한다. 또한, 

천주교는 교인 증가로 인한 이익이 전체 가톨릭교회 체제로 흡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성당의 성장은 주임 신부의 사례비 증가 혹은 

사회·정치적 영향력 상승과 큰 연관성이 없다(신광은, 2015, p144). 

이러한 점에서 성당은 상대적으로 대형화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천주교 교인과 성당 역시 도시화 과정에서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단일 규모 면에서 개신교 교회와 같은 초대형화는 없었다. 

한편, 개신교 교회는 개교회주의 운영 원리에 따라 대형화에 대한 

동기가 명확하다. 개교회주의란 “교회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전개하며 교회 내의 인적, 물질적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별 교회 

내부의 문제, 특별히 개별 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태도 또는 방침”이다(노치준, 1986). 이러한 운영 원리와 함께 개별 

교회의 담임 목사는 교회성장으로 인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신광은, 

2015, p145). 따라서 각 교회는 성장과 확장에 집중할 수 있고, 목회자 

초빙, 교육 프로그램, 사업, 교회 건축 등에 큰 자유도를 지닌다. 이러한 

조직 운영 원리에 잘 적응한 교회들이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다른 교회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초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신재식, 2011).  

사람에 따라 ‘크다’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규모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다(Lee, 2014).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교인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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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3,000명 이상을 대형교회, 10,000명 이상은 초대형교회로 

분류한다(김성건, 2013). 한국의 규모가 큰 교회의 입지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2,000명 이상의 예배 참석자 수를 기준으로 대형교회를 

정의한 The Washington Post의 보도
10

를 참고하면 서울은 세계에서 

대형교회가 많은 도시 중 3위를 차지했고, 가장 많은 주일예배 

참석자(825,000명)를 기록했다. Hong(2003)에 따르면 2002년을 기준으로 

한국에 10,000명 이상의 교인 수를 보유한 초대형교회는 15개가 있고, 

서울에만 11개가 분포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초대형교회는 20개로 늘었고, 서울에 12개가 

분포하고 있다.
11
 <그림 1-3>을 보면, 이 중 강남지역에서 초대형교회로 

성장한 4개 교회(소망교회, 사랑의교회, 충현교회, 광림교회)는 4.5km 

반경 내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는데, 강남개발 당시 강남지역에서 

개척되거나 강남지역으로 이주한 교회들이 단기간에 초대형교회로 

성장한 것이다. 이처럼 초대형교회는 서울에, 그중에서도 강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10 The Washington Post, <How U.S.-style megachurches are taking over the 

world, in 5 maps and charts>, July 24. 2015. 
11 www. Leadnet.org, 2021 Global Megachurches Lis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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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명 설립 연도 교인 수(명) 소재지 

여의도순복음교회 1983 480,000 서울 

온누리교회 1985 65,000 서울 

남부순복음교회 1998 50,000 안양 

평강제일교회 1964 60,000 서울 

광림교회 1953 35,000 서울 

원중앙교회 1960 30,000 수원 

사랑의교회 1978 30,000 서울 

만민중앙교회12 1982 25,000 서울 

금란교회 1957 25,000 서울 

은혜와진리교회 1981 25,000 안양 

명성교회 1980 24,000 서울 

성락교회13 1969 23,000 서울 

소망교회 1977 22,000 서울 

숭의교회 1917 20,000 인천 

주안교회 1955 20,000 인천 

지구촌교회 1993 20,000 성남 

영락교회 1945 13,000 서울 

충현교회 1953 13,000 서울 

순복음인천교회 1983 11,000 인천 

수영로교회 1975 10,000 부산 

<표 1-4> 2021년 한국 초대형교회 현황 

                                            
12 만민중앙교회는 개신교 교단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1990),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1999), 고신(2009),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1999)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음. 
13 성락교회는 개신교 교단인 기독교한국침례회(1987),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992), 합동(1991), 고신(1991)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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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21년 서울 초대형교회 현황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초대형교회가 어떻게 강남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을까?’이다. 이러한 연구 질문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강남 초대형교회의 성장 과정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강남개발과 대형교회 초고속 성장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서 도시·공간적 맥락에서의 

교회성장이론과 성장연합이론을 이해하고, 이와 유관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한다. 이후, 강남의 개발과 교회성장을 역사·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본 뒤, 강남의 성장과 도시화 특성을 토대로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요인을 도출한다. 이 요인들을 기준으로 한 강남 초대형교회 

사례연구를 통해 강남개발과 대형교회 초고속 성장 간의 관계성을 

파악한다.  

그동안 교회가 주로 신학·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었다면, 본 

연구의 의의는 교회성장을 도시·공간적인 현상으로서 파악하고, 

도시화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는 창으로 재인식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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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강남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부터 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던 1990년대 중반까지의 

강남지역이다. 강남의 범위는 정의하기 쉽지 않은데(한종수·강희용, 

2016, p6), 본 논문은 강남의 범위를 초대형교회 4개가 4.5km 반경에 

분포되어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로 한정한다. 14 연구의 대상은 강남에서 

성장한 교회들이고, 구체적인 사례연구 대상은 교인 수 10,000명 이상의 

초대형교회인 A, B, C교회이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먼저, 통계청과 서울시 및 각 행정구에서 발행한 통계자료, 구지(區誌)를 

통해서 강남개발의 역사적 맥락과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논문, 

단행본, 신문기사, 정부 발표 자료 등 다양한 문헌자료를 통해 도시화 

및 강남개발과 관련된 교회의 성장 과정을 살펴본다. 사례 대상의 교회 

연구를 위해서는 각 교회에서 발행한 기록물과 목회자 및 교회 관계자의 

회고록, 교회에 대한 키워드가 포함된 신문기사를 사용한다. 더불어, 

교회의 물리적 환경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장 답사와 

서울도시계획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다.  

 

 

 

 

 

                                            
14 서초구는 1988년에 강남구에서 분구하였기 때문에 1988년 이전 서초 지역은 

본 논문에서 강남구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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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 검토, 분석틀 

 

1. 이론적 논의: 교회성장이론과 성장연합이론 

 

1)  교회성장이론(Church Growth Theory) 

교회성장(Church Growth)이라는 용어는 미국 풀러신학대학교 

(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맥가브란(D. A. McGavra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미국교회성장협회(Institute for American Church Growth)의 

창립과 함께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교회성장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교회성장’이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unchurched)을 전도하여 교회구성원을 증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뜻한다(Pickett, 1973, p97; 

Wagner, 1989, p14; Rainer, 1993, p21).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통해 비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으로서 훈련시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황순환, 2011). 맥가브란(2017, 

p262)에 따르면 교회의 성장은 사회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적 원리와 더불어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선교 신학의 흐름과 달리 맥가브란은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통계, 사회계층, 집단행동 등을 

고려한 사회과학의 접근 방법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사회구조와 관련된 

대표적인 맥가브란의 교회성장 원리에는 동일집단원리(homogeneous 

units)와 수용성원리(receptivity)가 있다.  

먼저 동일집단이란 언어, 문화, 인종, 경제, 교육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한 부류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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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언어, 계급적 장벽을 넘지 않고 교인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이는 교회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맥가브란, 2017, p277). 

즉, 사회에서 보여지는 유유상종의 원리가 교회성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수용성은 복음을 수월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회적 

상황에 기반한다(이종윤·전호진·나일선, 1986, p234-236). 맥가브란에 

따르면 사회·정치·경제적으로 불안한 아노미적 상황, 대규모 이주가 

발생한 지역, 교통의 요지, 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한 사회에서 

수용성이 강하다.  

교회성장이론은 이후 와그너(C. P. Wagner), 슐러(R. H. Schuller) 

등 미국의 신학자들에 의해 교회성장전략으로 확대되었다(홍기영, 2003; 

서대승, 2019). 와그너는 맥가브란의 교회성장 원리를 기반으로 목회자의 

지도력과 리더십, 성도들의 헌신적인 참여, 불신자와 초신자들에게 열린 

예배, 전도와 양육 대상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조직 경영 원리, 기도와 

성령 원리를 포함한 7가지 교회성장 원리를 제시했다. 슐러는 

교회성장전략으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긍정적 사고방식(Positive 

Thinking)에 기반하여 교회가 인간의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하는 설교, 

넓은 예배당과 주차장, 좋은 프로그램, 자기선전 전략을 갖춰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성경적, 영적 측면보다 교회의 양적 성장을 중시하여 

물량주의, 성공지향주의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교회성장이론은 

미국의 신학자 및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지역교회 성장 연구에도 

적용되었다. 미국의 교회성장은 지역사회의 동질성과 수용성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인구, 소득, 교육, 인종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Hadaway, 1981; Guest, 1989). 지역주민들의 소득 및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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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종적 구성이 동질적일수록, 

활발한 주택 공급으로 인한 중산층 인구 유입이 많을수록 교회가 성장을 

경험했다.  

미국의 교회성장이론은 1970년대에 한국에 소개되어 한국 

교회성장의 이념적 배경이 되었다(구병옥, 2017). 한국에서의 교회성장에 

대한 연구는 초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회 유형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동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홍영기(2001, p43-75)는 초대형교회의 성장 유형을 한국전쟁 이후 

1950~60년대 정치적 불안 속에서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성장한 전통적 

교회, 197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 시기 도시의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목회자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성장한 카리스마적 교회, 그리고 

강남개발과 중산층의 계층적 동질성으로 성장한 중산층 교회로 구분한다. 

신광은(2015, p117-139)은 시대적 특징과 공간적 특징을 연결 지어 

초대형교회를 연구하였다. 1950~60년대에 서울 구도심에서 성장한 

중심지형 초대형교회,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에 권위주의 리더십과 

성장주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한 강북형 초대형교회, 강남개발 및 

중산층 유입과 함께 동일집단원리를 토대로 교세를 확장한 강남형 

초대형교회, 19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탈지역적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신자유주의형 초대형교회가 있다. 

이성우(2016)는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전쟁 전후 월남 세대 교회,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 이주민 세대 교회, 강남개발 및 

경제성장기 중상류층 세대 교회,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전통사회와 

연결고리가 약한 도시 신세대 교회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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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2018)은 교회가 공간자본을 흡수하여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기보다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1970~80년대 국가 주도로 

조성된 신도심 지역인 강남, 구로, 여의도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교회를 분석한다. 세 지역 이주민들의 계층적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종교 유형이 형성되었는데, 강남의 중상층 교회는 ‘낭만적 

구도형’, 구로의 도시빈민 교회는 ‘방어적 주술형’, 여의도의 중하층 

교회는 ‘쟁취적 기복형’ 유형을 형성했다. 

한국의 초대형교회 성장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 배경을 한국전쟁 

이후 1950~60년대, 산업화 시기, 강남을 비롯한 신도심 개발 시기로 

구분하고 강남개발과 중산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논문은 각 연구자들의 논의를 참고하되, 보다 도시·지역적 측면에서 

강남의 개발과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에 집중한다. 

 

  시대 구분 초대형교회 성장 유형 대표적인 교회 

홍영기 

(2001) 

한국전쟁 이후 1950~60 년대 전통적 유형 영락교회 

1970 년대 산업화 카리스마적 유형 여의도순복음교회 

강남개발시기 중산층 유형 소망교회 

신광은 

(2015) 

1 세대(1950~60 년대) 구도심 중심지형 영락교회 

2 세대 1960~70 년대) 강북형 여의도순복음교회 

3 세대(1980~90 년대) 강남형 온누리교회 

4 세대(1990~현재) 신자유주의형 사랑의교회 

이성우 

(2016) 

월남 세대 (1950~60 년대) 월남인 중심 영락교회 

산업화 도시화 세대 (1970~80 년대) 도시 이주민 중심 여의도순복음교회 

신도시 개발과 경제성장 세대 

(1980~90 년대) 
중상류층 중심 소망교회 

도시 신세대 (1990 년대 이후) 젊은 도시인 중심 온누리교회 

이정연 

(2018) 
1970~80 년대 

강남 중상층 교회 소망교회 

구로 도시빈민 교회 성락교회 

여의도 중하층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표 2-1> 초대형교회 연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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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연합(Growth Coalition) 이론 

도시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사회·문화적인 

기준에서는 사회조직의 구조가 이질적이고 다양한 장소, 경제적으로는 

2차·3차 산업 위주의 비농업적인 지역, 정치행정적 측면에서는 명확한 

법적·지리적 경계를 가진 행정기능의 중심지, 물리적인 기준에서는 

도로, 교통, 주택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 그리고 인구규모로는 일정 

수준의 정주인구와 밀도를 토대로 도시를 정의한다(정현, 2011, p4-5).   

다양한 정의에 따라 도시의 성장에 대한 개념도 다양하다. 도시는 

물리·공간·사회·경제 등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인구, 산업구조, 생활양식, 물적시설에 대한 논의를 포괄한다. 따라서 

도시성장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물적 요인 등 

다양한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다(주상현, 1998; 우양호, 2008). 

도시성장의 경제적 요인은 고용기회, 산업구조, 기업규모 등이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성장은 국가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도시의 생산력, 자본, 인구가 축적되며 이루어진다. 도시의 고용기회는 

도시를 구성하는 인구를 흡입하는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 되고, 이는 

도시 내의 2차·3차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와 기업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인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있다. 인구의 

양적 측면은 인구의 증가 및 집중과 관련된다. 인구의 증가와 집중은 

도시의 분업화, 전문화, 생산성을 증진시키며 도시의 성장에 기여한다. 

한편, 인구의 질적 측면은 인구구성과 관련되는데, 젊은 고학력 위주의 

인구구성은 도시의 생산활동에 기여하여 도시성장의 기반이 된다. 

Eaton·Eckstein(1997)가 프랑스와 일본의 4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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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대도시로 성장한 도시일수록 수준 높은 교육적 환경을 

갖추고, 고소득의 동질적인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고학력, 

고소득의 인적 자본은 지식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증진시키며 도시성장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양질의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시가 병원, 교육기관, 상업 시설, 행정 기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물리·환경적 요인은 도시의 기반시설을 의미하며,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통, 주택, 

상·하수도 및 통신시설 등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에 

직결되며 도시성장의 기반이 된다. 특히, 김효성·구동희(2020)는 

지역총생산(GRDP)과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의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성장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도시계획 요인으로서 대졸 이상 

젊은층이 거주하는 아파트 비율과 도시성장의 상관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도시성장 요인들과 관련하여 로건(J. R. Logan)과 

몰로치(H. Molotch)는 도시의 성장과 이권을 둘러싼 경제, 사회, 

물리·환경적 역학관계를 성장연합(Growth Coalition)으로 설명한다. 

로건과 몰로치는 도시의 장소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마찬가지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교환가치는 지역의 

개발과 성장으로 인한 이익, 사용가치는 지역에서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 도시 공간을 둘러싼 이익에 상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 

엘리트들은 교환가치의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도시의 성장과 지역의 

개발을 추구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로 상호연결된 각 분야 엘리트 

조직들의 모임이 바로 성장연합이다(Logan & Molotch, 2013, p36)이다. 

성장연합에는 도시 내 다양한 분야의 집단들이 포함되는데,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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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서 지방정부의 고위공무원, 정치인, 기업, 개발업자, 금융업자, 

지역언론 등이 있고, 보조적 주체로서 대학, 박물관, 연극극장, 박람회, 

프로스포츠단 등이 있다(Logan & Molotch, 2013, p62-74).  

도시의 서로 다른 권력 집단들은 분열되기보다 지역의 이권을 

중심으로 도시성장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 성장연합을 결성한다 

(윤일성, 2018, p10). 우선, 지역 개발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제 

엘리트들이 하나의 연합 세력을 형성한다. 이들은 지역 개발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을 지원하면서 성장연합으로 규합한다. 

지역언론은 역시 광고 수입 등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기에 성장 이데올로기를 조성하면서 성장연합의 

동조집단으로 기능한다. 그 밖에 대학, 박물관, 연극극장, 박람회, 

프로스포츠단도 규모의 확장을 위해 보조적으로 성장 지향적 정책에 

동의한다. 성장연합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의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남의 개발을 통한 도시성장 과정은 국가주도의 계획하에 

중산층 인구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지주형, 2016). 1960년대 후반, 서울의 인구는 포화 상태가 

되었고, 당시 혼잡한 강북 지역에서는 주택난, 실업난, 교통난 등 여러 

도시문제가 발생했다. 강북지역 도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1970년대부터 정부는 강북지역에 대한 규제 정책 및 인구·시설들의 

분산 정책을 통해 영동지역으로 불리던 강남개발에 몰두했다. 

‘영동지구 신시가지 계획’으로 시작된 대대적인 강남개발로 아파트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었고, 명문 고등학교와 같은 

주요 시설들이 이동했으며, 이에 따라 강남으로 대규모 중산층 인구가 



 

 17 

유입되었다. 1970년 67,697명이었던 강남지역의 상주인구는 1995년 

984,626명으로 증가했다.
15

 이렇게 강남지역으로 이주한 인구의 

특성으로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있다. 서울시에서 강남지역의 

파워엘리트(저명인사) 인구비율은 1974년 0.8%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 38.03%
16
로 증가했다(김창석, 2002).

17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상업·업무·편의시설 입점, 교량과 지하철 건설을 통한 접근성의 

증가로 강남은 주거·업무·문화 기능을 갖춘 한국 “현대도시의 

중심”이 되었다(안창모, 2010).  

도시성장에 대한 이론들을 토대로 볼 때, 강남의 성장은 정부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의해 경제적 요인으로서 상업·업무시설의 증가, 

사회적 요인으로서 인구의 양적 증가 및 중산층 기반의 인적 자본 축적, 

물리·환경적 요인에서는 교통, 아파트 건설 등과 관련이 있다.  

그 과정에서 강남개발의 이권을 둘러싼 엘리트 성장연합의 역할이 

존재한다. 강남의 성장은 정관계, 자산가, 건설사, 학교 등 강남개발의 

이익과 연관된 네트워크에 의해 촉진되었다. 강남개발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정치 자금 마련,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기, 아파트 건설사의 

재벌화, 고등학교의 명문화 등 각 조직들의 이익과 맞물려 

있었다(손정목, p150-156, p329-332; 전강수, 2012, 오제연, 2015).    

본 논문에서는 성장연합이론을 토대로 강남의 도시화 특징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도시성장의 논의 밖에 있었던 대형교회를 강남개발의 

한 축을 담당한 보조적 주체로 인식하는 데 의의가 있다. 

                                            
15 1970년, 1995년 서울통계연보 서초구와 강남구 합계. 
16 강남과 서초 지역 합계. 
17 김창석(2002)에 따른 파워엘리트 직업분류는 정·관계, 학계, 재계, 법조계, 

언론계, 의료계, 문화예술계, 기타(스포츠, 종교, 연구, 사회복지기관단체, 

전문직업)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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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연구 고찰 

 

넓은 부지, 극장을 연상시키는 대형 예배 공간, 카페 및 서점 등 

여러 서비스 공간들로 구성된 초대형교회 이미지의 원형은 미국 

일리노이주의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로 알려져 있다(Ellingson, 

2010). 미국의 초대형교회는 대체로 도심이 아닌 교외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와 관련된 미국의 교회성장 연구는 주로 교외 지역의 

특징들과 연관된다(Conn, 1994, p188; Luhr, 2009, p16-18; Thumma & 

Travis, 2007, p25-26).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교외 지역에 고속도로 

건설 및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가족 단위의 백인 중산층 인구가 

유입되며, 업무·상업·편의시설 등 역시 교외화되었다. 교외 지역의 

계층 및 인종적 동질성과 가족 중심적 가치관은 가족 친화적인 시설과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갖춘 초대형교회 성장을 야기하며 교외 지역의 

종교적 경관을 형성하였다(Bleo, 2011). 미국의 초대형교회에 대한 

연구들은 인종, 가족단위,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동질성이 교회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 교외 지역의 초대형교회와 유사하게 중산층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초대형교회 연구에는 강남을 비롯한 신도시 

공간개발, 계층, 지역 커뮤니티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허남진(2001)은 1985년에서 1995년 사이 1기 수도권 신도시 중 

하나로 개발된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종교의 공간-계층적 분화를 

연구하였다.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인 1985년, 분당은 불교신자의 비율이 

개신교와 천주교 비율보다 높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1990년 정부의 

계획하에 분당신도시가 개발된 이후에는 불교 신자 비율이 감소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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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신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개신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종교적 경관이 형성되었다. 이는 분당 신도시 개발로 인한 중산층 

인구의 유입과 이미 대형교회로 성장한 서울 교회들의 이전 및 

지(支)교회 설립에서 비롯되었다.  

강인철(2002) 역시 종교의 공간-계층적 분화 현상에 초점을 맞춰 

경기지역을 분석하였다. 1985년과 1995년 경기지역의 1인당 재산세 

납부액, 재정자립도, 인구성장속도를 기준으로 부와 인구가 동시에 

성장한 지역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강세를 보인 반면, 부와 인구의 

성장이 부재한 지역에서는 불교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조성과 함께 중산층의 대규모 이주로 부와 인구가 빠르게 성장한 신도시 

지역(고양, 성남, 군포, 안양, 부천)에서 개신교의 강세가 뚜렷했다. 이는 

도시화로 인한 부와 인구의 공간적 재편을 통해 종교가 공간적, 

계층적으로 분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향순·이광순(2002)은 도시성장과 연계된 도시구조 변동을 

토대로 대형교회의 성장을 연구하였다. 도시구조 변동에 상응하여 

교회도 공간적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대형교회들이 도시화, 교외화, 

도심소생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쇠퇴한다는 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구조 변동에 따라 계층적 지위가 높은 인구도 함께 이동한다. 

대형교회는 풍부한 운영비, 다양한 목회 서비스, 익명성을 선호하는 

중산층 교인들을 기반으로 부유한 고밀 주거 지역에서 성장한다.  

장형철(2014)은 서울의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강남개발과 같은 

신도시 공간개발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대별로 연구하였다. 

정부의 계획하에 197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강남은 교회가 부지를 

매입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기 유리한 장소였다. 더불어, 강남의 부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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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이 내는 헌금은 초기 예배당 건축 비용과 부지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 2000년대에는 소비문화의 상징적 공간이 된 서울에서 

초대형교회의 예배당이 사역 기능과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소비하는 랜드마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외적인 면에 치중한 

교회가 거대하고 화려한 예배당 건축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여 경매에 나오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서우석(1994)은 대형교회의 성장을 계층론적으로 분석했다. 

개신교의 근대적 가치는 도시의 젊은 고학력 중산층 인구를 수용하는 

배경이 되었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지위집단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중산층과 친화성을 가지게 되었다. 출석 교회가 교인들의 계급적 

지표로 작용하자 교회가 사회적 지위 확인의 장소가 된 것이다. 이는 

대형교회가 사회계층적 동질성을 지닌 중산층을 중심으로 성장한 배경이 

되었다.  

이국헌(2007)은 강남의 신앙적 문법을 통해 강남 초대형교회의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설명한다. 신앙적 문법은 “동일한 종교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을 이끄는 거의 무의식적인 신앙적 의미체계”로 정의된다. 

강남의 초대형교회는 인구가 밀집한 신도시라는 외부적 요인, 선교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공간적 기능을 토대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남의 초대형교회는 물질적 기복주의, 보수적 

근본주의, 현실적 이원주의, 패쇄적 특권주의, 문화종교주의라는 신앙적 

문법을 형성하면서 강남정신을 내면화하는 새로운 신앙적 의미체계를 

창출했다. 

이정연(2019a)은 ‘신성적 자기계발론’을 토대로 강남 교회의 

상류층 커뮤니티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의 계층 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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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경제력과 더불어 생활문화를 통해서도 그 구분이 

뚜렷해졌다. 국가주도 개발의 결과로 상류층 거주지가 된 강남에는 

상류층 생활문화가 형성되었다. 강남 교회는 비슷한 수준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춘 상류층 교인들의 교제와 사교의 장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파워엘리트들이 모이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신성적 

자기계발을 통해 강남 대형교회의 교인들은 종교적 신비주의와 

체험주의보다 지성주의적인 생활문화를 강조하며 타교회 교인들과 

스스로를 구별 짓는다. 강남의 대형교회는 이러한 상류층의 생활문화를 

형성하고 공유하는 장소로서 역할을 했다. 

한국에서의 연구들은 신도시 공간개발, 계층,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신학자들과 종교사회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 논문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강남의 개발과 교회성장의 

일반적인 과정을 다루고, 신도시 개발에서 비롯된 각각의 요인들이 개별 

교회들의 성장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강남개발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는 틀로서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을 고찰한다. 

 

 

3. 분석틀 

 

강남개발과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강남의 도시화 특성과 

이와 관련된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요인을 확인한다.  

이 요인들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첫째로 강남에서 교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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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춘 교회, 둘째로 1,000평 이상의 독립된 부지 

위에 대형성전을 보유한 교회, 셋째로 강남의 성장기인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 사이 초대형교회로 급성장한 교회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현재 양적 규모의 측면에서 강남을 대표하는 초대형교회는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가 있다.
18
 이 중 D교회의 경우, 1960년대에 강북 

도심에서 일찍이 대형화되어 교계 및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고 강남에 

이전하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세 번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D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교회를 사례대상으로 분석한다.    

A교회는 1953년 중구에서 설립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1978년 신사동 토지를 매입한 뒤 강남으로 이전하였고, 1979년 독립된 

예배당에 입당하였다. B교회는 1977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한 

가정집에서 창립되어 A교회와 마찬가지로 1981년에 신사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새 예배당에 입당하였다. A교회와 B교회는 같은 지역에서 

80년대에 급격한 교세 확장을 이루었으며, 초대형교회로의 진입 시기가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C교회는 1978년에 역삼동에서 창립되었지만, 근처 아파트 

단지의 부재와 미비한 교통 환경으로 성장이 지연되자 1979년 

서초동으로 이전하였고, 1985년에 독립된 예배당에 입당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C교회는 A교회, B교회보다 늦은 1990년대 초반에 초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이후 계속된 교세 확장으로 2013년에 서초역 근처 3,000억 

원 규모의 새 성선을 완공하였다.  

강남의 A교회, B교회, C교회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과 설립 

                                            
18 www. Leadnet.org, 2021 Global Megachurches Lis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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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강남개발과 함께 초고속으로 성장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논문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과 성장 시기가 

비슷한 신사동 A, B교회와 두 교회의 성장 이후 후발적으로 교세를 

확장한 C교회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과 강남개발 

간의 상관성을 검증한다.  

 

 

<그림 2-1>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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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강남의 도시개발과 교회성장 

 

1. 강남개발의 배경과 과정  

 

압축적 근대화의 공간사회적 과정으로서 한국의 도시화는 

1960년대부터 인구의 이촌향도 현상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전통적·농촌적 삶의 방식을 근대적·산업적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조명래, 2003). 급격한 도시화는 건축, 시설 등의 공간적 

조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과 함께 개인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서울이다(Kim, 2010). 1960년대는 이호철의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의 풍경처럼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이주민들에 의해 

서울의 인구가 크게 급증하고,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도 산업화와 함께 

자본 및 시설이 집중되며 본격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도시화가 시작된 

시기였다.  

서울의 도시화와 기능 집중은 서울의 인구 과밀화를 야기하는 

한편, 도로, 주택, 하수도와 같은 도시기반 시설은 증가한 인구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은 교통난, 주택난, 상수도 

급수난, 2부제 수업, 쓰레기처리, 범죄 등의 도시문제에 직면했고,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따른 수도 방위와 안보를 위한 인구 분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전상인, 2019, p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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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 년 1970 년 

면적 268km2 603km2 

인구(인구비율) 2,443,402 명 (9.8%) 5,525,262 명 (17.6%) 

가구 447,089 세대 1,029,000 세대 

주택(주택보급률) 275,000 호 (57.8%) 584,000 호 (57.8%) 

자동차 11,411 대 60,442 대 

도로연장(포장율) 1,377km (21.8%) 5,292km (29.1%) 

상수도관(상수도보급율) 515km (60.0%) 1,279km (85.6%) 

하수도관(하수도보급율) - 1,463km (27.9%) 

총 예산 2,604 백만 원 4,926 백만 원 

<표 3-1> 서울의 주요 지표 변화19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을 시작으로 인구 분산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울의 인구는 1960년 2,443,402명에서 1970년에 

5,525,262명이 되었고, 이 중 강북 지역의 인구가 4,172,611명으로 

75.4%를 차지했다.20 

서울의 포화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당시 미개발지가 

넓게 분포하여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인구 분산과 

수도 방어에 용이한 한강 이남 지역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정10년계획(1965)」과 「서울도시계획 1965」에서 강남지역에 대한 

공간계획이 구상이 시작되었다(서울연구원, 2016). 1963년 서울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현 강남지역이 서울에 편입되었지만, 1960년대 서울의 

개발은 강북 중심이었다. 한강 이남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공단과 

비행장이 조성되고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영등포가 유일한 개발지였다. 

                                            
19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 「지표로 본 서울 변천: 주요 통계와 동향」 
20 서울연구원(2013) 「지도로 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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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후반부터 매립, 윤중제 건설, 신지 조성, 관통도로 개설 등으로 

영등포 지역 여의도가 개발되었다(임덕순, 1994, p137). 지금의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인 강남지역은 당시 한강이남의 중심인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로 ‘영동’이라고 불렸다. 공중전화 한 대도 없는 

한적한 농촌이었던 영동 사람들에게는 한강 건너 강북만이 서울로 

인식되었다(한종수, 강희용. 2016, p17-28).  

강남지역의 개발은 제3한강교(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1969년에 개통된 제3한강교는 강북 인구의 분산과 

한남동 건너편 지역의 도시조성, 그리고 강북 도심을 거치지 않고도 

청량리 방면과 수원 방면을 직결시켜 산업·군사적 이점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21  더불어, 1970년 7월 제3한강교 남단에서 

양재동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의 완공과 함께 고속도로를 축으로 서울 

남쪽 외곽의 개발이 촉진되었다. 1970년 11월에 경부고속도로의 

좌·우지역인 영동 1지구와 영동 2지구 개발을 포함하는 

「남서울계획」이 발표되었다. 당시 양택식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강북 

지역의 과밀화 해결과 서울의 균형발전, 60만 명을 수용하는 신시가지 

건설, 국영기업과 정부 산화기관의 이전, 도시 기본시설을 갖춘 

이상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한다고 발표했다(손정목, 2003, p125-126). 

이를 토대로 사업지역의 추가 및 추가사업의 부가를 거치며 1985년까지 

59km2 규모의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강남지역의 필지 정리, 공공용지 확보, 공공시설 

입지, 교통 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 

 

                                            
21 동아일보, <새서울의 청사진(9): 상주 60만의 부도시 강남에의 관문>, 1966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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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22 

강남의 개발은 박정희 정부의 주도하에 영동지구의 개발촉진과 

강북지역의 개발억제 정책 병행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전강수, 2012). 

강남지역의 개발촉진 정책으로서 1973년 영동지구가 개발촉진지구 

지정되어 부동산투기억제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와 같은 

세금이 면제되었고, 건축자금의 저리 융자도 확대되었다. 또한, 1975년 

아파트지구 제도가 도입되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더불어, 

영동대교를 비롯한 교량, 고속버스터미널과 지하철 2·3호선, 6차선 

도로 등과 같은 인프라 건설과 대법원, 명문 고등학교 이전이 

추진되었으며, 업무용 고층 빌딩, 대형병원, 백화점 등이 입지하여 업무 

및 생활편의 환경이 형성되었다. 반면, 정부는 강북지역 도심부를 

특정시설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백화점, 공장, 유흥시설, 고등학교 등의 

신설을 불허하였고, 택지개발금지 조치로 강북지역의 개발을 

억제하였다(이상은·최유석, 2010).  

                                            
22 서울역사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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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각종 개발 이권을 둘러싼 집단들이 강남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먼저, 서울시와 건설부의 대대적인 아파트 건설 촉진 

정책과 한국주택은행 및 사설은행의 건설 자금 저리 융자로 민간 

건설사가 큰 수혜를 입었고, 우성, 한신, 한양, 삼호, 진흥, 극동, 신동아 

등의 기업들이 신흥 아파트 재벌로 성장하였다(손정목, 2003, p329-332). 

기업들의 아파트 분양 광고를 맡은 언론사는 강남 아파트의 고급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23
 더불어, 처음에 강남 이전을 반대했던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도 정부의 특혜로 저렴한 가격에 넓은 부지 마련이 

가능해지고,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 유입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자 

강남으로의 이전을 결정하였다. 강남에서 신설된 학교들 역시 거주지 

기반 학군제가 시행되면서 명문화되는 수혜를 입었다(오제연, 2015). 

이렇게 강남에 수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교육 특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관계 인사들은 1970년부터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남에 대량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강남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하였다(손정목, 2003, p130-136). 이때 

정치자금용으로 매수된 땅은 24만 8,368평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강북지역이 낙후되고, 강남지역의 주거, 업무 및 

생활환경이 빠르게 조성되면서 1970년 136만명 정도였던 한강이남의 

인구는 1985년에 440만 명을 넘으며 서울 인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또한, 강남은 주거, 교육, 업무 환경적 측면에서 강북 

도심을 능가하면서 서울의 신도심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강남은 

서울에서 지가가 가장 비싼 주거지역이 되었다. 당시 강남구 신사동의 

경우 평당 3천 4백 71만 원으로 2천만 원 상당의 강북지역 중구 남산동 

                                            
23 동아일보, <1971년 강남개발의 시작 알린 ‘남서울아파트 1차 분양광고’>, 

2019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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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용산구 이태원동, 서대문구 대현동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강남지역은 국가주도의 정책하에 성장의 이익을 둘러싸고 얽히고 설킨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도시화를 이루었다. 

1975년 강남구, 1988년 서초구가 탄생하였고, 이 지역들은 서울을 넘어 

한국의 경제와 부, 권력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24
  

 

 

 

 

 

 

 

 

 

 

 

 

                                            
24 국가기록원, <강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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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강북과 한강이남의 인구 변화25 

 

 

<그림 3-3> 1990년 주거지역 평당 지가 (단위: 천 원)26 

                                            
25 서울연구원(2013) 「지도로 본 서울」 
26 한겨례, <신사동 1평 3천 5백만 원>, 199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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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의 도시화 특성  

 

강남은 해방 이후 서울에 개발된 최초의 계획 신도시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정책으로 59km
2
의 대규모 부지를 불과 20여년 만에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서울의 도시개발과 

차이점을 갖는다.  

강남의 급격한 성장 배경에는 강북 기개발지 혹은 영등포 지역에 

비해 강남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 기존 도심권인 종로·중구와 

가까웠다는 점, 북한의 남침에도 피난이 용이하다는 점, 정부 주도하에 

영동 구획정리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었다는 점, 개발촉진지구로서 세금 

면제 이점, 대규모 개발로 공급 제한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 건설과 명문 고등학교를 비롯한 시설 이전이 있었다는 점이 

있다(손정목, 2003, p158-160).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강남의 성장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계층의 공간적 분화를 야기하며 강남의 

도시·사회적인 특징을 형성하였다.27  

강남은 정부의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 환경, 생활편의 환경, 교육 

환경에 특화적인 공간이 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강북 

인구의 강남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대다수가 당시 서울에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던 강북 도심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이향순·이광순, 2002). 이들은 중상류층의 경제력, 대졸 

이상의 고학력, 30~50대의 젊은 나이를 특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엘리트 집단이었다(손정목, 2003, p357). 이러한 배경에서 강남으로 

                                            
27 중산층의 개념은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이를 지칭하는 용어도 다양하다. 

중산층에 대한 개념 규정은 대체로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같은 

구중간계급과 행정, 기업, 전문기술직 등의 화이트칼라인 신중간계급을 포함한

다(연하청 외, 1990, 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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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사람들은 젊은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 기타 서비스업을 비롯한 

3차 산업 종사자인 화이트칼라 고소득층이며 고학력자라는 특징을 

가진다(Ogino, 2004, p115-118). 이들의 48%는 10~20만 원의 임금, 26%는 

2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며 당시 평균적인 도시노동자 임금 

92,000원을 뛰어넘었다. 또한, 1980년 서울의 대졸자 비율이 8.6%인 것에 

비해 강남의 대졸자 비율은 25.3%를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까닭에 1970년대 초 서울에서 30.35%의 파워엘리트가 

집중되었던 강북 도심은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반대로 0.8%에 불과했던 강남지역의 파워엘리트 비율이 

급증하여 1994년에는 서울의 38.03%를 차지하게 되었다(김창석, 2002).
28
  

 

 

<그림 3-4> 강북 도심과 강남지역의 파워엘리트 비율(%) 변화 

<표 3-2>은 강남 성장의 완숙기인 1995년 강남과 강북 도심 및 

서울의 주요 지표를 서울통계연보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지표를 

                                            
28 강북 도심은 종로와 중구 합계, 강남지역은 강남과 서초 지역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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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강남의 차별화된 인구, 경제, 사회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강남·서초는 종로·중구에 비해 세대당 인구가 많은데, 

이는 강남·서초의 초·중·고 취학연령인 10~19세 인구의 비율이 더 

크다는 점과 연관된다. 교육 수준으로 보면, 강남·서초의 대학 이상 

졸업 비율 모두 종로·중구와 큰 차이가 있었다. 높은 교육 수준과 

교육열을 가진 강남·서초 중산층의 특성에 맞게 종로·중구보다 

일반계고등학교와 학원 수가 많았다. 주거의 측면에서도 강남·서초는 

종로·중구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지표를 살펴보면 강남·서초의 

아파트 비율과 거주 면적이 더 크다. 또한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가 

종로·중구보다 많게는 4억 3천만 원, 적게는 3억 4천만 원 차이로 

중대형 고급 아파트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경제·지위적 특징으로 

지역의 부를 가늠할 수 있는 세대당 재산세 납부액과 재정자립도 수준은 

강남·서초가 종로보다는 높지만 중구와는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구에 대기업 본사들이 밀집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강남·서초의 자동차 수는 거의 세대당 1대 꼴이었고, 

파워엘리트 비율 역시 종로·중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지표를 통해 

개발된 지 20여년 밖에 되지 않은 강남이 오랜 기간 동안 서울의 

중심지였던 강북 도심을 넘어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강남의 도시화 특성 형성 배경에는 중산층에 선호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 쾌적한 생활환경 인프라, 수준 높은 교육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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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강남 서초 종로 중구 서울 

인구 

인구 572,311 412,315 214,930 156,302 10,596,000 

세대 177,641 131,546 73,798 55,032 3,448,000 

세대당 인구 3.22 3.13 2.91 2.84 3.07 

10~19 세 
111,352 

(19.5) 

74,056 

(18.0) 

29,101 

(13.5) 

19,681 

(12.6) 

1,709,411 

(16.1) 

20~39 세 
185,330 

(32.4) 

139,177 

(33.8) 

76,133 

(35.4) 

55,383 

(35.4) 

4,123,863 

(39.0) 

40~59 세 
148,305 

(25.9) 

105,363 

(25.6) 

45,956 

(21.3) 

32,078 

(20.5) 

2,329,119 

(22.0) 

교육 

대학 이상 졸업 
157,565 

(27.5) 

121,404 

(29.4) 

27,950 

(13.0) 

12,243 

(7.8) 

1,587,889 

(15.0) 

일반계고등학교 수 15 9 12 7 185 

학원 수 1,168 601 202 95 12,239 

주거 

전체 주택 125,558 80,574 41,104 31,739 1,863,466 

아파트 
95,029 

(75.7) 

51,434 

(63.8) 

6,689 

(16.3) 

3,857 

(12.2) 

737,632 

(40.0) 

방 4개 이상 아파트 
59,280 

(65.6) 

42,700 

(83.6) 

2,433 

(37.5) 

1,460 

(41.3) 

443,323 

(62.0) 

아파트 평당 매매가 

(백만 원) 
954 892 524 549 600 

경제·

지위 

세대당 재산세 납부액 

(만 원) 
11.8 10.8 8.3 12.6 4.3 

재정자립도 (%) 99 98.8 79.4 98.2 65.1 

자동차  
177,099 

(1.00) 

130,094 

(0.99) 

48,811 

(0.66) 

49,020 

(0.89) 

2,043,458 

(0.59) 
(세대당 자동차 수) 

파워엘리트 
5,507 

(21.74) 

4,127 

(16.29) 

1,062 

(4.19) 

256  

(1.01) 

25,328 

(100.0) 

<표 3-2> 1995년 강남, 강북 도심, 서울의 주요 지표29 

                                            
29 괄호 안은 각 행정구 대비 비율.  

아파트 평당 매매가는 1997년, 자동차 수는 1996년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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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밀집 

강남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은 아파트이다. 1976년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지구’ 조항이 신설되었다(윤은정·정인하, 

2009).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는 아파트지구 제도를 근거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아파트 외 다른 용도의 건축을 제한하고, 

아파트 단지 개발을 의무화하여 주거 밀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당시 

영동 지구 내에는 16개의 아파트 단지가 계획되었고, 영동 지구 면적의 

25%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다(김성홍, 2012). 1975년부터 12~13년간 

영동 아파트지구에는 681동 49,280가구분의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1997년 기준 강남구에는 1,317개 동 9만 3,201가구, 서초구에는 745개 동 

5만 3,105가구가 있었다(손정목, 2003, p324-328). 구내 전체 주택유형 중 

아파트 비율은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73%, 65%로 가장 높으며, 서울 

전체 772,814가구의 아파트 중 22%를 차지한다.
30
  

홍두승(1991, p567-583)에 따르면 아파트는 고학력 중산층 공간적 

분화 현상의 주된 요소이다.31 강남 아파트의 쾌적한 거주면적과 시설이 

중상류층들의 유입을 야기하는 배경이 되었다. 강남의 아파트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보다 큰 거주면적이 특징인데, 강남과 서초의 방 4개 이상 

아파트 점유율은 1980년에는 59.9%였고 1995년에는 무려 72.1%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중대형의 거주면적이 강남의 부촌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30 1997년 서울통계연보 
31 홍두승은 직업, 수입, 교육, 주택소유를 기준으로 계층을 분류했고, 

중간계급은 화이트 칼라 근로자로 대표되는 신중간계급과 자영업주와 같은 

구중간계급을 포괄한다.  

홍두승에 따르면 아파트거주비율과 대졸자 가구주비율 간의 상관은 r=.723. 

아파트거주비율과 신중간계급가구비율 간의 상관은 r=.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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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연도 
종로·중구 도봉·노원 서대문·은평 강서·양천 강남·서초 

1980 4.2 6.2 4.3 31.7 59.9 

1985 9.8 30.1 14.6 21.4 55.2 

1990 23.7 46.9 51.7 64.6 73.9 

1995 38.8 46.9 71.4 52.3 72.1 

<표 3-3> 방 4개 이상 아파트 점유율(%)32 

또한, 중상류층들에게 서구식 욕실과 주방을 갖춘 아파트는 

하류층들과 계층을 구별 지을 수 있는 주거 유형이었기에 전통적 

신분제가 사라진 이후 중상류층들에게 선호되었다(Lett, 1998, p114). 

더불어, 단지 내 아파트의 세대별 평수와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파트는 다른 계층과 분리된 채 동질적인 중상류층 생활양식을 

향유할 수 있는 거주지 역할을 했다(김부성, 1992, p8-9).  

 

      내부시설 

 

지역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입식 재래식 수세식 재래식 없음 온수 비온수 없음 

종로·중구 29.5 70.5 50.6 48.1 1.3 16.3 15.3 68.4 

도봉·노원구 36.2 38.8 37 58.5 4.6 20.8 24.8 54.4 

서대문·은평구 48 52 58.2 40.6 1.2 27.4 25.8 46.8 

강서·양천구 67.7 32.3 75.4 24.3 0.4 38.5 32.9 28.6 

강남·서초구 94.4 5.6 95.2 4.5 0.3 83.8 8.6 7.6 

<표 3-4> 1980년 주거설비 보유율(%)33 

 

                                            
32 국가통계포털, <총조사 주택총괄> 
33 국가통계포털, <부대시설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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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은 중상류층들의 강남 

중대형 고급 아파트에 대한 선호를 잘 보여준다. 이는 사원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600여 가구가 국회의원, 

고위관료, 언론인 등 현대그룹 간부들과 친분이 있는 중상류층들에게 

변칙적인 특혜로 분양된 사건이다. 34  이 사건과 더불어, 1970년대 

엘리트들의 해외 유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학을 떠난 

엘리트들이 귀국할 경우 아파트 분양 우선 순위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귀국한 대다수의 엘리트들이 강남 아파트에 정착하였다(발레리 

줄레조, 2004, p155-156). 강남 아파트가 중상류층들의 대표적인 

거주지가 되고,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강남의 중대형 고급 아파트 

단지는 과거 양반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강북 북촌의 한옥마을을 

연상시키는 새로운 신분의 상징이 되었다(전상인, 2009, p72). 

 

2) 생활환경 인프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과 함께 1976년 수립된 ‘영동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강남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린주구체계가 도입되었다.
35

 근린주구 

(neighborhood unit)란 미국의 사회학자 페리(C. Perry)가 도입한 

개념으로 근린생활권에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하여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여건의 충족이 가능하도록 한다(이진원, 

1996). 아파트 단지의 넓이가 동일하지 않아 계획대로 모든 단지에 

초등학교, 근린공원 등을 균등하게 배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34 한겨례, <78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1995년 7월 11일. 
35 디지털강남문화대전, <영동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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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대체로 아파트 단지의 생활 반경 안에서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근린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끼리 사회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소속감을 형성하기도 했다.  

주거 환경에서의 쾌적함뿐만 아니라, 강남의 공공기능, 업무, 의료 

및 상업, 문화 등의 편의성도 중상류층 인구 유입의 요소가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5년까지 공공기관으로서는 대법원 청사, 

서울고등법원, 검찰청사, 국정원 청사 등이 서초구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서초동에는 법조단지가 조성되었다. 또한, 현재는 지방으로 이전된 

한국전력과 여러 공공기업이 강남구로 이전하였고, 한국은행 강남본부가 

설립되었다.  

한편,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는 강남의 개발 면적 중 

업무기능이 42%를 차지할 만큼 업무기능도 강화되었다(권일·강병기, 

1996).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금융, 벤처, 대기업 사옥이 밀집하여 1995년 

기준, 42개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 강남은 서울의 새로운 비즈니스타운이 

되었고, 36  이후 GBD(Gangnam Business District)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형병원과 백화점도 인구 증가에 맞춰 강남에 밀집하게 되었다 

(한종수·강희용, 2016, p80-82). 1970년대 후반부터 강남병원(이후 

중랑구로 이전), 영동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강남차병원, 현대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이 강남에 개원하여 강남은 대형병원의 메카가 되었다. 

백화점의 중심지도 강북 도심에서 강남으로 변화되었는데, 한양쇼핑센터, 

뉴코아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랜드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삼풍백화점, 

영동백화점 등이 강남에 자리를 잡았다.  

                                            
36 매일경제, <강남 테헤란로 비즈니스 신메카 부상 대기업 사옥 속속 이전>, 

1995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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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시설로는 음악당, 서예박물관, 한가람미술관, 오페라하우스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춘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예술의전당이 1988년에 

서초구에서 개관하였다.
37
 또한, 대규모 종합전시장인 코엑스가 1979년에 

강남에 개관하여, 무역박람회, 우주과학박람회 등을 개최하며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전시·컨벤션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었다.
38
 공공기관, 

업무, 의료, 상업, 문화 시설이 밀집되면서 강남은 고학력 업무 

종사자들의 거주지가 되었다.  

 

종류 기관명 

국가/공공 

서울고등법원, 검찰청, 대법원, 국정원, 특허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석유공사,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관세청,  

통계청, 한국가스공사, 지하철공사, 한국전력공사, 학술원  

병원 
강남병원, 시립아동병원, 강남성모병원, 강남차병원,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백화점 한양쇼핑센터, 뉴코아, 현대, 그랜드, 삼풍, 갤러리아, 영동 

문화예술 예술의전당, 무역센터, 국립중앙도서관 

기업 

포항제철, 삼성중공업, 현대, 삼성, LG, 대림, 평화은행,  

동양투자금융, GE, 듀퐁, 동부제강, 한보철강, 삼미특수강,  

영흥철강, 한라, 한보, 동양중앙, 동아투자금융, 보람상호신용금고 

 <표 3-5> 1970년대~90년대 중반 강남의 주요 기관39 

 

 

 

                                            
37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연혁> 참고. 
38 코엑스 홈페이지 <연혁> 참고. 
39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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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기회 

명문 고등학교의 밀집과 교육열 역시 강남을 대표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1970년대부터 강북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의 이전과 1980년 

학군 개편으로 등장한 강남 8학군은 ‘강남 엄마’라는 수사를 

만들어내며 강남의 공간적 위계질서를 형성했다(박혜경, 2009).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의 교육환경은 열악했다. 서울 전체 143개 

고등학교 중 118개의 고등학교가 강북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반면, 

한강이남의 고등학교는 25개교에 불과했다. 40  강남의 학교 부족 문제 

해결과 강북의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강북지역에 

국민학교를 제외한 중·고등·대학교의 신설과 확장을 불허하는 동시에, 

강북 도심 명문 고등학교의 강남 이전을 추진하였다. 41 정부는 강남으로 

이전한 고등학교에 1,800만 원의 장려금과 7,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종로·중구의 명문 고등학교 강남 이전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1976년 경기고를 시작으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강북 도심 명문 고등학교 8개가 강남과 서초로 이전했다.42 

강남에 중대형 고급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고, 중상류층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학교 측도 넓은 교지와 쾌적한 환경 및 생활수준을 형성하던 

강남 이전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강남에 학교를 

집중적으로 인가하면서 영동고등학교, 진선여고, 단국대부속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개포고등학교, 압구정고등학교, 양재고등학교 등이 

                                            
40 조선일보, <한강 이북 한교 신설-확장 불허>, 1974년 10월 2일. 
41 동아일보, <서울고, 배재고, 배명중고, 창덕여고, 숙명여중고 연내 강남이전 

어려워>, 1978년 4월 29일. 
42 동아일보, <서울고, 정신여중, 배재중고 이전 확정 강남이전학교에 특혜>, 

1977년 3월 9일.  

매일경제, <서울시청 영동 이전>, 1975년 8월 5일.  

동아일보, <고등학교 강남에 몰려있다>, 1978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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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개교하였다.
 
1980년 거주지 중심으로 학교 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교육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강남 8학군이 탄생하였다 

(오제연, 2015).
 
 

 

이전 연도 학교명 설립 연도 이전 전 이전 이후 

1976 경기고 1900 종로구 강남구 

1978 휘문고 1906 종로구 강남구 

1980 서울고 1946 종로구 서초구 

1980 숙명여고 1906 종로구 강남구 

1984 중동고 1906 종로구 강남구 

1986 동덕여고 1908 종로구 서초구 

1988 경기여고 1908 중구 강남구 

1989 서울세종고 1945 광진구 강남구 

<표 3-6> 1970~80년대 강남지역으로 이전한 인문계고등학교 

 

설립 연도 학교명 위치 

1973 영동고 강남구 

1976 진선여고 강남구 

1984 단대부고 강남구 

1984 반포고 서초구 

1987 개포고 강남구 

1987 압구정고 강남구 

1990 양재고 서초구 

<표 3-7> 1970~80년대 강남지역 신설 인문계고등학교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는 광화문과 종로를 중심으로 강북 도심에 

위치하던 고입, 대입, 고시 등 48개의 학원에 강남 이전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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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에 불응할시 건물의 용도를 바꾸어 운영하던 학원에 용도 및 

건축법 위반을 적용하여 패쇄 조치하겠다고 선언하자, 48개의 학원 중 

36개 학원이 강남으로 이전을 결정하였다.
43  

이후 강남이 교육의 

중심지가 되면서 수많은 학원이 연쇄적으로 강남에 개원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에 의해 1995년 강남구와 서초구의 일반계 고등학교 

수는 24개로, 19개인 종로구와 중구를 넘어섰고, 학원 수 역시 1,768개로 

297개인 강북 도심과 큰 차이를 보였다.
44
 

 

  일반계 고등학교 학원 

강남구 15 1,168 

서초구 9 601 

종로구 12 202 

중구 7 95 

서울 185 12,239 

<표 3-8> 1995년 강남과 강북 도심의 일반계고등학교 및 학원  

명문고등학교 및 학원의 밀집, 그리고 높은 소득과 고학력 

중상류층의 교육열이 시너지효과를 이루어 강남 8학군은 ‘교육특구’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는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 혹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중상류층들의 유입을 더욱 가속화하였다(이인규, 1989). 

실제로, 96년도 통계를 살펴보면, 강남 8학군의 주요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외국어대, 포항공대) 진학률은 

타학군의 2~3배를 기록하며 강남 8학군의 명성이 허상이 아님을 

                                            
43 조선일보, <도심 48개 학원 강남 이전>, 1977년 3월 12일. 
44 1995년 서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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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했다.
45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으로 부동산 침체기였던 90년대에도 

강남 8학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학군 프리미엄이라는 이름 아래 

1~2천만 원씩 증가했는데,
46 

이러한 교육 환경은 아파트 단지 및 풍부한 

생활편의 환경과 함께 중상류층들을 강남으로 흡입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문옥표, 1992, p84).  

 

 

 

 

 

 

 

 

 

 

 

 

 

 

 

 

                                            
45 경향신문, <8학군 주요 8大 진학률 타학군의 2~3배 교육부 국감자료>, 1996년 

10월 1일. 
46 경향신문, <8학군 집값 강세 학군 프리미엄도>, 1992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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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남의 종교적 특성 

  

1) 강남의 종교현황: 분포와 추이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1970년대 후반부터 강남으로 대규모 인구가 

활발히 유입되었다. 갑작스러운 도시환경의 변화와 지역공동체의 부재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적 믿음을 동반한다(한국갤럽, 1997, p67). 이에 

따라 강남지역은 서울의 행정구들 중 가장 높은 인구대비 유종교 비율을 

형성하였다.  

 

 

<그림 3-5> 1995년 서울 행정구별 인구대비 유종교 비율47 

이러한 도시환경적 배경과 더불어, 강남의 종교적 특성에는 주요 

종교들의 완전경쟁 공간이었다는 점, 그 중에서도 개신교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교회가 빠르게 대형화되었다는 점이 있다. 

                                            
47 서울 행정구별 종교적 특성에 대한 조사는 1995년 인구총조사에서 처음 시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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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남은 높은 유종교 비율을 가진 대규모 인구 유입과 함께 

주거·업무·문화의 신도심으로 떠오르며 부촌으로 변화했고, 

파워엘리트들의 이주가 이어졌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강남은 종교 

지도자들이 새 거점으로 원하는 공간이 되었다(강인철, 2012, p315-316). 

강남개발 당시에는 종교부지가 따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신교, 

천주교, 불교와 같은 주요 종교단체들이 큰 제한 없이 경쟁적으로 

강남에 예배당·법당을 지으며 교인 모집에 열을 올렸다. 

개신교의 경우, 강남개발과 함께 강남에 수많은 교회들이 

설립되거나 강북에서 이전하였는데, 당시 강남으로 교회가 몰려드는 

현상은 교회의 ‘한국판 출애굽’으로 표현될 정도로 아파트 상가, 

공한지, 주택가 한복판 등 강남의 모든 곳에서 교회를 찾아볼 수 

있었다.
48
 강남의 교회는 1978년 40여개에서 5년 뒤인 1983년 240여개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49
  

천주교의 경우,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성당 10개가 

설립되었다. 개신교 교회와 비슷하게 많은 성당들이 강남개발 초기에는 

상가 건물에서 임대 형식으로 설립되었지만, 위계적 조직체계를 가진 

천주교의 특성상, 지역 교구의 지원으로 고속터미널준본당을 제외하면 

모든 성당이 자체 부지 위에 예배당을 갖추고 있다.  

 

 

 

 

 

                                            
48 경향신문, <강남 새 풍속도 (15) 교회 십자가의 대이동>, 1982년 12월 9일.  
49 경향신문, <강남 새 풍속도 (19) 교회 개척 전도의 각축장>, 1983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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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명 설립 연도 

청담동본당 1973 

논현동본당 1976 

반포본당 1976 

대치동본당 1979 

압구정동본당 1979 

방배동본당 1981 

서초동본당 1981 

역삼동본당 1984 

개포동본당 1985 

고속터미널준본당 1987 

<표 3-9> 1970~80년대 설립된 강남지역 성당50 

불교는 이미 존재하던 사찰을 제외하면 개신교와 천주교에 비해 

강남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활동이 늦었다. 1982년 강남포교원이 설립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능인선원(1984), 구룡사(1985), 행원심인당(1986), 

수안사(1988) 등 주요 사찰들이 설립되거나 교회처럼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기 시작했다. 이는 산간에 위치하는 사찰의 특성상 도심에 늦게 

정착하였고,
51
 개교회주의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하는 개신교, 교구에 

의한 지원을 받는 천주교에 비해 강남개발 초기에 사찰 설립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후 강남개발의 완숙기인 1990년대 중반부터의 추이를 보면, 

교회의 수가 가장 많고, 사찰의 수도 늘었다. 성당의 경우, 강남으로의 

인구 이동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교구 차원에서 더 이상 

성당을 설립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50 천주교 서울대교구 본당 현황 참고. 
51 경향신문, <대중불교 도심 속 뿌리내린다>, 1982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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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신교 천주교 불교 

강남 서초 강남 서초 강남 서초 

1994 257 153 10 5 19 22 

1995 257 153 10 5 19 22 

1996 279 167 11 6 19 19 

1997 247 194 10 7 16 23 

<표 3-10> 1994~1997년 강남지역 종교단체 분포 및 추이 

처음으로 행정구별 종교인구가 집계된 1995년 인구총조사를 

살펴보면, 종교단체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개신교가 

가장 많은 신자 수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 강남 서초 

개신교 204,827 명 71,025 명 

천주교 66,467 명 45,900 명 

불교 107,250 명 28,220 명 

<표 3-11> 1995년 강남지역 각 종교별 신자 수52 

결과적으로 강남에서는 종교단체와 신자 수 모두 개신교가 강세를 

보인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개신교가 중산층, 젊은 세대, 지식인, 

도시인의 이미지로 다른 종교보다 강남 거주민들에게 친화적이었다는 

점이 있다(Suknam, 2004). 또한, 일주일 동안 수차례 예배와 성경공부 및 

각종 모임으로 강력한 조직력을 형성하고, 개교회주의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선교 활동으로 천주교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강남은 교회구 53”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수많은 교회들이 

강남에 설립되며 개신교의 교세를 확장했다. 

 

                                            
52 국가통계포털, <1995 행정구역별 종교 인구> 
53 동아일보, <서울 강남구는 교회구>, 1982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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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 교회의 대형화 현상 

강남에서 설립된 다수의 교회들 중에서도 특정한 교회들이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와 수평이동으로 모이는 교인들을 

흡수하면서 빠르게 대형화되었다.  

유행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밴드웨건 효과는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소문난 교회에 소속되어 종교적, 사회적 

동질감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한 쏠림 현상이다(이원규, 2018, 

p247). 다양한 사회지도층이 출석하며 유명해진 교회에 교인들이 

모여드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54
  

이는 교인들의 수평이동과도 일맥상통한다. 교인들의 

수평이동이란 비종교인 혹은 타종교인의 회심이 아닌 기존 타교회 

교인들의 교회 변경으로 인한 등록을 지칭한다(최현종, 2017, p68). 

교인들의 수평이동은 교회 경쟁력에 기반하는데, 교회 내부의 요인들, 

즉 목회자의 설교, 문화, 구성원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의 물적 요인들이 

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교회 주변의 교육, 주거, 

편의시설 등이 있다(교회성장연구소, 2006, p70-71). 교회 주변 

교육기관의 입지 및 대학진학률, 아파트 환경, 소득수준, 인구밀도, 

그리고 편의시설의 존재 여부가 교회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형교회로 성장한 교회들은 좋은 환경에 입지하고, 

수평이동한 교인들의 비율이 높다(교회성장연구소, 2004, p116-118).  

따라서 강남의 교회들 중에서도 유명인사가 출석하고, 좋은 주변 

환경으로 경쟁력을 갖춘 교회들이 빠르게 대형교회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대형교회들은 많은 교인들과 풍부한 재정을 토대로 세속화된 

                                            
54 경향신문, <6.27 격전지 광역 주자를 벗긴다 서울 上 정원식 후보>, 1995년 6

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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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김명배, 2012). 교회는 지역에 

대한 조사로 잠재적인 교인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시설 투자, 마케팅 활동을 통해 경쟁하였다. 일례로 강남의 A교회는 

강남으로 이전한 1979년부터 1988년까지 교회성장 10개년 계획을 통해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교회 조직 확충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웠다(A교회, 1994, p145-148). 마태효과(Matthew Effect)의 일환으로서 

교인들이 몰리기 시작한 특정 교회들이 물적·인적 자원들을 토대로 

소형교회 교인들까지 흡수하며 빠르게 대형화될 수 있었다 

(유광석·김은기, 2015). 

대형화된 강남의 교회들은 오랜 기간 한국 교회의 중심지였던 

강북 도심 교회의 교세를 뛰어넘었다. <표 3-13>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강북 도심 교회들과 강남개발 시기에 급성장한 강남지역 

교회들의 재적 교인 수 증가 추이를 보여준다.  

 

교회명 창립일 소재지 대지면적(평) 

새문안교회 1887 종로구 1,280 

정동교회 1885 중구 1,570 

창천교회 1905 서대문구 714 

영락교회 1945 중구 2,336.2 

광림교회 1977 강남구 1,943 

충현교회 1953 강남구 5,366 

소망교회 1953 강남구 2,080 

사랑의교회 1978 서초구 2,278 

명성교회 1980 강동구 3,334.6 

<표 3-12> 강북 도심 교회와 강남지역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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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 

(종로구) 

정동 

(중구) 

창천 

(서대문구) 

영락 

(중구) 

광림 

(강남구) 

충현 

(강남구) 

소망 

(강남구) 

사랑의 

(서초구) 

명성 

(강동구) 

1965 1,557  1,262  682  10,553  212  4,178  - -  -  

1970 1,701  944  927  13,332  174  4,590  -  -  -  

1975 2,231  1,141  1,223  19,576  3,000  6,031  -  -  -  

1980 3,884  1,983  2,363  37,573  14,900  8,375  1,383  472  130  

1985 7,537  2,601  3,017  52,102  33,466  25,000  8,332  3,684  5,083  

1990 8,978  2,645  3,276  50,766  65,862  36,000  21,429  8,232  19,500  

1995 9,880  3,034  3,154  41,332  85,074  40,000  59,330  13,066  39,574  

<표 3-13> 강북 도심과 강남지역 교회의 재적 교인 수 증가 추이 

북한 피난민과 상경한 도시 이주민들을 기반으로 60년대에 이미 

초대형교회의 규모를 갖췄던 영락교회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강북 

도심보다 강남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이 80년대를 기점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구에서 70년대 후반에 강남구로 이전한 광림교회는 이전 이후 

교인 수가 크게 증가하여 1990년대에 영락교회 교인 수를 능가하였다. 

이전하기 전 영락교회와 같이 장로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로 손꼽히던 

충현교회도 1980년대 중반 강남 이전 이후 성공적으로 교세가 

성장하였다.  

강남지역에서 70년대 후반에 개척된 소망교회와 사랑의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교인 수 3,000명 이상의 대형교회로 진입하였고,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강북의 새문안, 정동, 창천 교회의 교인 수를 

뛰어넘었다. 두 교회는 빠른 성장을 경험하며 각각 80년대와 90년대에 

초대형교회가 되었다.  

특히, 한 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영락교회의 교세는 

1985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강남이 활발히 성장하던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강남지역 교회들의 교인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9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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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며 광림교회와 소망교회는 재적 교인 수를 기준으로 영락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성장하였다.  

또한, 교회의 경제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교회 예산 

측면에서도 성장 속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랑의교회는 강북 

도심에 위치한 새문안교회와 재적 교인 수 측면에서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80년대부터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986년에 

새문안교회의 예산을 따라잡았고, 1995년에는 두 교회의 예산이 55억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었다. 한편, 교인 수가 대략 3만 명 정도 더 많은 

영락교회와 비교해도 1995년에 두 교회의 예산은 거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교인 한 명당 예산은 1980년도부터 창립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사랑의교회가 새문안교회, 영락교회보다 2배~3배 이상 큰 규모를 

유지하였다. 예산이 대부분 헌금으로 결정되는 교회 특성상, 이는 

새문안교회와 영락교회의 교인들이 60년대 도시화와 함께 서울에 유입된 

저소득층 도시 노동자와 상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에, 

강남개발과 함께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사랑의교회에는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55  

   

 

 

 

 

 

 

                                            
55 새문안교회 100년사(1995, p149-162), 영락교회 50년사(1995, p201), 박용규

(1998, p1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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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새문안교회 

(종로구) 

영락교회 

(중구) 

사랑의교회 

(서초구) 

총 예산 
교인당 

예산 
총 예산 

교인당 

예산 
총 예산 

교인당 

예산 

1980 186,119,000 47,919 1,470,000,000 39,124 39,000,000 82,627 

1981 301,200,000 68,814 2,083,000,000 40,651 130,000,000 123,928 

1982 375,000,000 63,895 3,000,000,000 53,943 180,000,000 151,643 

1983 493,000,000 73,549 3,400,000,000 58,995 247,000,000 138,686 

1984 550,000,000 79,274 3,950,000,000 74,696 360,000,000 173,327 

1985 660,000,000 87,568 3,900,000,000 74,853 600,000,000 162,866 

1986 792,000,000 95,652 3,600,000,000 70,260 850,000,000 178,272 

1987 910,000,000 108,359 3,950,000,000 79,022 1,105,000,000 191,874 

1988 1,062,000,000 151,844 4,320,000,000 87,246 1,500,000,000 200,535 

1989 1,242,630,000 146,416 4,908,000,000 99,252 1,950,000,000 245,098 

1990 1,480,000,000 164,847 5,730,000,000 112,871 2,650,000,000 321,914 

1991 1,990,000,000 179,037 6,980,000,000 138,657 3,950,000,000 427,999 

1992 2,870,000,000 281,898 7,820,000,000 175,026 4,800,000,000 454,459 

1993 3,121,000,000 326,328 8,810,000,000 210,730 5,500,000,000 480,391 

1994 3,500,000,000 354,251 9,463,000,000 229,151 7,900,000,000 585,532 

1995 3,730,000,000 373,000 11,973,180,000 289,683 9,300,000,000 711,771 

<표 3-14> 새문안교회, 영락교회, 사랑의교회 예산 비교 (단위: 원)56 

한편, 1980년에 창립된 명성교회는 강남 초대형교회들과 비슷한 

성장 추이를 보여준다. 명성교회가 위치한 강동구 명일동은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인구 75,250명과 18,82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지구로 

지정된 강동구 고덕지구에 포함되어 개발되었다. 57 강남과 유사한 계획 

개발 방식으로 고덕지구에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교통시설이 확충되고, 

배재고, 한영고, 한영외고 등 우수한 고등학교 학군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면서 명성교회의 교인 수도 1980년대 중반부

터 급증하여 강남 초대형교회에 버금가는 교세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강남과 강동지역, 즉 신도심으로 개발된 곳에 위치한 교회들이 구도심의 

교회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56 각 교회 사료집 참고. 
57 서울정책아카이브, <택지개발사업> 



 

 53 

제 4 장 강남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요인 

 

강남개발로 인한 개신교의 교세 확장과 80년대부터 빠르게 진행된 

교회의 대형화로 양적·규모적인 면에서 한국 교회의 중심지는 신도심인 

강남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인구 교회 수 교인 수 
교회당  

교인 수 

인구 대비  

교인 비율 

종로구 204,733 108 46,660 432.04 22.8 

중구 145,646 73 29,221 400.29 20.1 

영등포구 417,914 186 102,794 552.66 24.6 

구로구 383,224 203 92,250 454.43 24.1 

강남구 559,032 279 162,142 581.15 29.0 

서초구 407,887 167 115,465 691.41 28.3 

<표 4-1> 1995년 주요 행정구 교회 통계58 

홍영기(2001, p50)에 따르면 80년대에 초대형교회로 성장한 7곳의 

교회 중 3개가 강남에 밀집해 있다. 이 당시 강남개발 붐에 편승한 강남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성전을 건축하였고, 이에 따라 

대형교회가 난립되기 시작했다.
59

 연건평 1천~1만 평의 대형주차장, 

냉난방 시설, 음향설계와 내부 장식까지 현대적인 대형교회 예배당이 

여럿 건축되었고, 연건평 5백~6백 평 이상 규모의 중대형 교회는 30곳 

이상이나 되었다.60  

이러한 빠른 대형화의 배경에는 강남의 경제적, 사회적, 

물리·환경적 성장과 함께 형성된 도시공간적 특징이 있다. 

                                            
58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별 종교인구> 참고. 
59 경향신문, <서울 강남구에 대형교회 난립… 부작용도 많다>, 1982년 7월 16일.  
60 경향신문, <강남 새 풍속도 (16) 교회 초대형 신축붐>, 1982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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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혼재하고, 이미 포화상태의 

도시공간에서 넓은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오랜 전통으로 명망 있는 

타교회들과 서로 경쟁해야 했던 강북 도심과 달리, 강남의 교회는 

강남의 신도시 공간개발로 인한 이점, 동질적인 계층 구성에 따른 도시 

중산층 문화의 형성, 그리고 지역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1. 신도시 공간개발 

 

먼저, 강남의 신도시 공간개발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강남의 인구와 인구밀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인구의 

증가와 집중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잠재적 신자의 증가를 

의미한다(신광은, p110-111). 강남의 인구는 강남개발과 함께 1970년 

67,697명에서 1985년 772,22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61 또한, 서구 

근대적 가치관으로서 개신교를 선호하는 젊은 고학력자가 많이 

유입되었다는 점도 교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이원규, 2018, p171). 

1985년 당시 강남구는 서울에서 20~40대와 대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구였다. 강남은 이러한 신세대들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관과 

신도시에서 교회의 대형화를 꿈꾸는 목회자들의 비전이 잘 어우러지는 

도시공간이었다(박용규, 2018, p552).  

 

 

                                            
61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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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 대 인구 대학 이상 졸업 인구 

종로 133,830 21,511 

중구 106,854 10,621 

용산 121,368 28,392 

서대문 131,457 29,952 

구로 346,414 36,672 

영등포 163,667 35,538 

강남 425,903 177,296 

<표 4-2> 1985년 주요 행정구별 20~40대 및 대졸 이상 인구62 

더불어, 신도시 공간개발로 인해, 강북 도심보다 저렴했던 지가가 

강남개발과 함께 폭등하며 교회의 자본 축적에 도움이 되었다.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강북 도심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전하였다. <표 4-3>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강남으로 이전한 

교회들 중 현재 대지면적이 1,000m2가 넘는 주요 교회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교회의 창립 배경은 강북 도심 교회의 성장 유형과 

일치하게 대체로 월남인, 피난민들 중심으로 설립되거나, 혹은 광림교회, 

묘동교회 같이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에서 분리되었으며, 오랜 역사를 

지녔다는 특징을 가진다. 강북에서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강남, 서초 지역의 대지를 

매입하였는데, 충현교회는 1970년에 무려 9,000평의 교회 부지를 1억 

원에 매입하였다.63  

1972년부터 15년 간 강남 지가가 2,000배 증가하였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64  이 교회들은 강남의 지가 상승을 통해 축적된 초과 

                                            
62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연령/교육정도별 인구> 
63 충현교회 홈페이지 연혁 참고. 
64 머니S, <[부동산 이야기] 강남 1970으로 본 강남의 앞날>, 2015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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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바탕으로 예배당 건축뿐만 아니라 기도원, 유치원 등 부속시설 

운영이 가능했고, 지교회 설립 및 개척교회 지원으로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교회명 
이전 

연도65 
소재지 

창립 

연도 
원 소재지 

대지면적 

(m2) 
주요 사항 

청운교회 1975 
강남구 

역삼동 
1966 성동구 2,307.0 

- 1974 년 대지 매입 

- 기도원, 유치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 지교회 설립  

광림교회 1979 
강남구 

신사동 
1953 중구 6,423.1 

- 선교사가 설립한 광희문교회의 지교회로 창립 

- 1978 년 대지 매입 

- 도서관, 수도원, 복지관, 어린이집, 카페,  

아트센터 등 운영 

- 국내외 지교회 설립 

충신교회 1980 
서초구 

서초동 
1955 종로구 1,782.2 

- 1978 년 대지 매입 

- 기도원 운영 

- 국내 개척교회 설립 

산성교회 1981 
서초구 

반포동 
1953 중구 1,462.6 

- 한국전쟁 이후 상경한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창립 

- 1976 년 대지 매입 

- 유치원 운영 

- 지교회 설립 

동부교회 1981 
강남구 

역삼동 
1948 중구 2,489.0 

- 월남한 교인들을 중심으로 창립 

- 1979 년 대지 매입 

- 문화대학, 어린이집 운영 

묘동교회 1982 
강남구 

대치동 
1909 종로구 1,408.3 

- 선교사가 설립한 연동교회에서 분리 후 창립  

- 1981 년 대지 매입 

- 유치원, 경로대학, 문화교실, 수목장, 

해외 학교 운영 

- 지교회 설립 

삼성제일

교회 
1983 

강남구 

삼성동 
1955 종로구 1,418.6 

- 월남한 교인들을 중심으로 창립 

- 1982 년 대지 매입 

-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아기학교, 시니어학교,   

수양관 운영 

- 지교회 설립 

한우리 

교회 
1983 

강남구 

도곡동 
1917 서대문구 1,950.6 

- 평신도 아카데미, 선교센터 운영 

- 지교회 설립 

충현교회 1984 
강남구 

역삼동 
1953 중구 17,737.5 

- 월남한 교인들을 중심으로 창립 

- 1970 년 대지 매입 

- 기도원, 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 

자연장지 등 운영 

창신교회 1988 
서초구 

서초동 
1930 종로구 2,634.9 

- 1979 년 대지 매입 

- 기도원, 자연장지 운영 

- 지교회 설립 

산정현 

교회 
1988 

서초구 

서초동 
1953 용산구 1,203.3 

- 월남한 교인들을 중심으로 창립 

- 국외 개척교회 설립 

<표 4-3> 1970~80년대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한 주요 교회66  

                                            
65 입당 예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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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규모 대지를 매입하면서 강남으로 이전한 교회들과 달리, 

강남 개척교회들은 창립 초기에 주로 아파트나 아파트 주변 상가를 

임대하며 설립되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결과로 건설된 강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이러한 개척교회들이 성장하는 기회의 공간이 

되었다.  

아파트 주거는 타인으로부터 단절된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현관문만 열면 바깥 세상과도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는 개폐식 삶의 

장점을 가진다(전상인, 2009, p90-95). 그러나 아파트 단지의 설계상 

단독주택가의 골목과 같이 이웃과 접촉할 공간이 부재한다는 점은 

전통적인 이웃개념과 공동체성의 약화 위기도 초래하였다. 이러한 

아파트의 생활은 이웃과의 의미 있는 대화와 소속감, 연대의식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의 출근 및 등교 후 

규격화되고 밀폐된 생활 공간에서 혼자 있게 된 주부들은 단조로움과 

권태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를 해소해 준 장소가 바로 교회였다. 67 

교회에 나가면 성도들 간 인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정기적인 

예배는 물론, 심방, 성경공부를 비롯한 여러 소모임을 통해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교회 활동이 타 여가 활동에 비해 

건강하고 보람된 일이라는 인식은 사람들을 더욱 더 교회로 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교회의 교우패는 아파트에서 소멸된 명패의 역할을 

대신하며 아파트라는 익명성의 공간에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회에 수용적인 인구가 밀집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개척교회들에게 좋은 선교 장소였다.  

                                                                                                               
66 각 교회 연혁 참고. 
67 경향신문, <강남 새 풍속도 (17) 교회 부쩍 늘어난 아파트 신자>, 1982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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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강남에서 개척된 교회들 중 

현재 대지면적이 1,000m
2
가 넘는 주요 교회들을 정리한 것이다. 

개척교회들은 아파트 선교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새성전을 

건축하였고, 강남으로 이전한 교회들과 같이 여러 부속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하며 지교회와 개척교회를 설립하였다. 아파트 중산층을 흡수하여 

성장한 소망교회, 그리고 여전히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는 한신교회, 

성은교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교회들은 아파트 교인들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지를 매입하고 인근에 대형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  

 

교회명 
창립 

연도 
소재지 

대지면적 

(m2) 
주요 사항 

영동교회 1972 강남구 개포동 1,901.0  

- 강남구 청담동 330.6m 매입 후 창립 

- 1988 년 강남구 개포동 새성전 입당 

- 국외 개척교회 설립 

성은교회 1974 강남구 대치동 1,697.8  

- 강남구 대치동 상가 건물에서 창립 

- 1995 년 새성전 입당 

- 유아원 운영 

- 국외 지교회, 국내 개척교회 설립 

남서울교회 1975 서초구 반포동 1,498.9  

-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가정집에서 창립 

- 1983 년 새성전 입당 

- 상담학교, 서점, 어린이집 운영 

- 국내 지교회 및 개척교회 설립 

소망교회 1977 강남구 압구정동 6,877.6  

-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정집에서 창립 

- 1982 년 강남구 신사동 새성전 입당 

- 수양관, 복지재단, 카페, 서점, 유치원, 방과 후 학교,   

요양원 등 운영 

- 국내외 지교회 설립 

성민교회 1977 서초구 방배동 1,032.8  

- 서초구 방배동 상가 건물에서 창립 

- 1984 년 새성전 입당 

- 도서관, 방과 후 학교, 아버지학교, 아기학교, 

유치원 운영 

- 국외 개척교회 설립 

한신교회 1977 서초구 잠원동 1,910.0  

-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아파트 가정집에서 창립 

- 1980 년 새성전 입당 

- 유치원, 카페, 장학회, 세계선교신학대학 운영 

- 국내 지교회 설립 

사랑의교회 1978 서초구 서초동 7530.6  

- 서초구 서초동 상가 건물에서 창립 

- 1985 년 새성전 입당  

- 2013 년 새성전 입당 

- 복지관, 수양관, 기도원, 전인치유센터, 복지재단, 

결혼준비학교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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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교회 1979 서초구 방배동 1,473.2  

- 서초구 방배동 주택에서 창립 

- 1983 년 새성전 입당 

- 1999 년 새성전 입당 

- 묘지, 경로대학, 수양관 운영 

- 지교회 설립  

개포 

감리교회 
1985 강남구 일원동 1,422.4  

-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가정집에서 창립 

- 1986 년 새성전 입당 

- 국내외 개척교회 설립 

순복음 

강남교회 
1985 강남구 논현동 4,897.0  

- 강남구 논현동 상가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지교회로 창립 

- 1991 년 강남구 역삼동 새성전 입당 

- 카페, 어린이집, 웨딩홀, 복지재단, 노인대학 등 운영 

<표 4-4> 1970~80년대 강남에서 개척된 주요 교회68 

이밖에 편리해진 교통 여건도 강남 교회의 대형화를 촉진시킨 

배경이 되었다. 1980년대 지하철 2·3호선, 잘 정비된 버스 교통망이 

서울 사대문 안과 강남을 연결시켰고, 이에 따라 서울 사람들의 

행동반경이 확장되었다.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서울의 공간적 

변화는 강남의 교회가 지역형 교회에서 탈지역형 교회로 성장하여 서울 

전역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이정연, 2019b). 강남의 

초대형교회인 충현교회는 2호선 역삼역, 광림교회와 소망교회는 3호선 

압구정역, 사랑의교회의 구성전
69
은 2호선 강남역에 인접해 있다.  

강남 신도시 공간개발의 결과로 젊은 고학력 중산층 인구의 대거 

유입, 지가 상승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교통 발달을 통해 강남이 

성장하면서 강남은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  

강남의 성장 과정에서 교회는 토지 매입과 성전 건축을 위해 교회 

내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성장연합의 다른 주체인 정관계, 건설사와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초대형교회로 성장한 강남의 교회들은 성전 건축 

과정에서 신동아건설, 현대건설, 삼익건설 등 건설사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고, 서울시 및 강남구청의 도움으로 손쉽게 교회 부지의 용도변경과 

                                            
68 각 교회 연혁 참고. 
69 사랑의교회 새성전(2013~)은 서초역에 인접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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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 건축이 허가되었다.
70

 특히, 1991년에는 충현교회와 광림교회, 

소망교회가 위치한 역삼·신사동 일대 38,800평이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서 평당 2백만 원 이상 지가가 상승하여 

특혜 의혹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71
 강남에 값비싼 토지를 보유하게 된 

대형교회들은 대규모 예배당 건축에 성공하며 초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김진호, 2020, p96-99; 장형철, 2014).   

 

 

2. 도시 중산층 문화 

 

개신교는 대표적인 중산층 친화적 종교이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세속적 금욕주의(inner-worldly asceticism)이라는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의 발전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막스 베버, 2018, 

p351-369). 세속적 금욕주의는 사회와 현실에서 도피하는 신앙적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개신교 윤리관을 

기반으로 개신교인들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과 부의 축적, 

사업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겼다. 즉, 베버의 설명에 따르면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구식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개신교 문화가 도입된 한국에서도 

개신교는 자본주의와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다. 한국 교회는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경제적인 성취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인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이원규, 

2018, p373-379). 경제성장으로 한국 사회에 높은 교육 수준과 여유로운 

                                            
70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사료집 참고. 
71 한겨례, <강남땅 용도변경 추진… ‘선심’ 의혹>, 1991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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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을 갖춘 중산층이 신도시에 밀집 거주하게 되면서 신도시의 

교회들은 중산층의 경제적 성공을 종교적 성공으로 정당화하고,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문화를 공유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는 도시 중산층 친화적 성향을 띄게 되는데, 1997년 

한국갤럽(1998, p239) 조사에 따르면 불교, 천주교에 비해 개신교는 

화이트칼라 직업, 대재 이상 고학력, 서울 및 수도권 거주, 고소득이라는 

중산층 특징이 두드러진다.  

중산층의 또 다른 특징에는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교양, 문화생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추구한다는 점이 있다(홍두승, 2005, p156-160). 과거 

한국전쟁과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삶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던 전통적인 강북의 교인들과 달리, 1970년대부터 

강남으로 이주한 젊은 중산층들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기호에 맞게 

교회를 선택하기 시작했다(김진호, 2018, p95).  

이러한 개신교 친화적인 중산층이 대거 유입된 강남에서 교회는 

이들이 추구하는 동질적인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고, 이는 강남 교회가 

빠른 속도로 대형화된 요인이 되었다. 강남의 중산층들은 목회자의 설교 

스타일, 상징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여건,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교회를 선택했다.   

첫째로, 고학력의 중산층들은 자신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했다(정병관, 2009, p418-420). 

교인들이 특정 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목회자의 

설교이다(교회성장연구소, 2004, p66-67). 계층별로 복음을 전달하는 

언어에 차이가 있는데, 목회자와 교인 간 그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역이 어렵다. 예를 들어, 저학력 하류층 교인들에게 정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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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고학력 중상류층 교인들에게 한정된 언어로 설교가 전달된다면 

신앙과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당시 강남에는 고급 지식 

수준을 갖춘 교인들이 모여들었다. 이러한 강남의 중산층 교인들은 

목회자, 장로 및 집사 대부분이 해외유학 경험이 있거나 석·박사학위 

소지자인 대형교회로 몰리게 되었다(김광억, 1992, p190-191). 이를 

토대로 강남의 대형교회는 지적 사유를 중심으로 하는 지성주의적 

신앙체계를 형성하기도 했다(이정연, 2019a). 

둘째로, 신분이 자산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적 여건은 갖추었지만 이에 걸맞은 지위를 아직 얻지 못한 

강남 중산층들에게 초대형교회는 상징적인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자기실현의 장이 되었다(Lett, 1998, p58-59). 교회에는 임원, 집사, 장로, 

권사, 구역장, 성가대원, 교사 등 다양한 직책과 직위가 존재한다. 

지식인, 부유층, 권력가, 고학력자 등 높은 수준의 교인들이 모인 유명 

대형교회에 소속되어 이러한 직책을 맡는다는 것이 바로 세속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의 지표로 역할한다(김광억, 1992, p218-220). 특히, 교회의 

정책과 질서를 유지하고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장로 72 는 이러한 지위 실현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장로 직분은 본래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교회의 관리자로서 교회에 헌신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장로 직분과 사회적 지위는 큰 상관이 

없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교회의 행정을 좌우하는 당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한국 교회 관행상 선출 이후 수백에서 천만 원 정도의 

헌금을 낸다는 점에서 장로 직분은 한국 교계의 대표적인 사회적 지위를 

                                            
72 온누리교회, <장로의 목회적 역할> 참고. 



 

 63 

상징하게 되었다.
73
 각 교회마다 세부사항이 다르지만, 장로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나이, 집사 경력, 봉사 경험, 직계가족 성도 여부, 시험 등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단지 유명인사라는 점에서 쉽게 

선출될 수 있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1992년에 14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1994년 소망교회 장로 선거에서 탈락하였다. 

‘장로 되기
74

’라는 용어가 있을 만큼 어려운 조건들을 충족하고, 

파워엘리트들이 대거 출석하는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진정한 파워엘리트 반열에 들어선다는 것을 상징한다. 즉, 

전통적인 신분사회가 사라진 이후, 강남 대형교회는 중산층들에게 

상징적인 사회적 지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로, 교육을 중요시하는 중산층들에게 연령별로 잘 짜인 

교회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역시 강남 대형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교육적 환경이 좋은 강남으로 이주한 

가정의 6세부터 19세 학령 인구는 1985년 221,222명으로 서울의 

행정구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75  중산층 교인들에게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등 다양한 연령 대의 자녀들을 위한 대형교회 

주일학교 프로그램은 큰 매력 요소였다. 부모들에게 교회는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심성과 태도를 가르치는 장소였다. 또한, 

수련회와 같은 청소년 프로그램은 공동생활을 훈련시키는 등, 주말에 

학교를 대신하는 교육 기관이기도 했다(김광억, 1992, p199). 주말에 

아이들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았던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 주일학교에 

                                            
73 News & Joy, <“김사장님, 이제 슬슬 장로 하실 때 됐네요”>, 2015년 2월 

18일. 
74 News & Joy, <강남 대형교회 장로가 되려는 이유>, 2017년 1월 12일. 
75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연령/교육정도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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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면서 교인이 되기도 하였다.
76

 자녀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대형교회는 중산층 교인들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이국헌, 

2007). 강남의 대형교회는 본 예배당 이외에도 시설 좋은 교육관, 

아카데미, 문화센터 등 교육 목적의 부속건물을 함께 지었다(장형철, 

2014). 대형교회는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결혼예비학교 등 중산층 

교인들을 겨냥한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서로 모방하기도 하며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다(이정연, 2014).  

즉, 세련되고 현대적인 예배당, 넓은 주차 공간, 수준 높은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미국 석·박사 출신의 목회자 및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장로·집사,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갖춘 대형교회는 

중산층들끼리 다른 계층과 구별된 문화자본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강남 대형교회 출석은 ‘중산층 인증’과도 같은 일이었다 

(김류미, 2011, p59). 이러한 중산층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상류층 

교인들이 계속 유입되는 강남의 교회는 풍부한 경제력을 갖춘 교인들의 

헌금으로 예배당의 증축과 신축, 각종 부속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3. 지역공동체 거점 

 

서구 영미권에서 교회는 개인들 사이의 연계, 호혜성, 그리고 

신뢰에 기반하여 공동체 내부의 결속과 공동체 외부 사회와의 연결에 

공헌하는 중요한 사회자본의 보고이다(Putnam, 2000, p65-66; Baker, 

                                            
76 경향신문, <강남 새 풍속도 (17) 교회 부쩍 늘어난 아파트 신자>, 1982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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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국에서도 교회는 같은 종교를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와 

호혜성을 기반으로 개인 간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까지 연결망을 

구성하며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정재영·장정호, 

2007; 장형철, 2013). 특히, 새롭게 형성된 도시에서는 지역공동체 문화가 

부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단체 활동, 모임, 문화 활동 등을 주선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정병관, 2009, 297-

298). 이를 토대로 교회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형성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한다.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마땅한 지역공동체가 없었던 강남에서도 

교회가 강남 이주민들의 새로운 지역공동체 거점 역할을 하며 빠르게 

성장하였다. 강남 특유의 도시화 특성에 따라 강남에서 급성장한 

대형교회는 아파트 문화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전통적인 

혈연·지연에 기댈 수 없는 신도심 생활에서 강남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공동체 거점이 되었다. 또한, 동질적인 중상류층 거주 지역이 된 

강남에서 대형교회는 폐쇄적인 중상류층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이에 따라 강남의 대형교회에는 고급 인적 자원과 

파워엘리트들이 몰리게 되었다(한종수·강희용, 2016, p82-85). 

교회는 새로운 공간에서 혈연과 지연을 대신할 ‘교연’ 혹은 

‘교맥’이라는 새로운 사회자본을 만들어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계층의 공간적 분화로 중산층이 밀집 거주하는 강남의 대형교회는 재산,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 등 비슷한 수준의 교인들과 친교를 나누기 좋은 

곳이었다. 대형교회는 같은 지역의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점에서 다채로운 인맥 형성이 가능했고, 각종 소모임을 통해 은행 

대출이나 부동산, 증권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자녀들의 입시준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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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선택 등 다양한 정보가 오가는 곳이었다(김광억, 1992, p191). 더 

나아가 김영삼 장로가 다니는 충현교회, 혹은 이명박 장로가 다니는 

소망교회와 같이 사회지도적 엘리트들이 다니는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되었다. 이로 인해 “그만한 교회에는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교회 네트워크에 속한다는 

것은 다른 계층과 신분을 구별 짓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강남의 

대형교회는 엘리트 중산층들의 중요한 사회적 연줄을 형성하는 장소가 

되었다.  

청년층도 강남 대형교회의 공동체에서 특혜를 입을 수 있었다. 

중산층 청년들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명문대학교 

재학생들이 모이는 대학부에 소속되어 함께 봉사,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선교 활동을 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어느 강남 대형교회 

대학부에는 구성원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4개 

재학생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정도였다(김용민, 2016, p237-248). 이를 

토대로 계층적 필터링이 발생하면서 취업에 대한 정보 교환은 물론, 

어떤 교회가 ‘물이 좋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활발한 결혼시장이 

형성되었다(김진호, 2018, p112).  

재산, 교육, 사회적 지위 등의 수준에 따른 계층적 필터링에 따라 

중하위층 교인들은 위화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강남의 대형교회는 어린 시절부터 장년기까지 동질적인 계층끼리 

폐쇄적인 고급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강남의 새로운 지역 공동체로서 

비슷한 수준의 교인들을 계속 흡수하며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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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례연구 

 

1. 분석 기준 

 

본 연구는 문헌들을 토대로 강남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요인을 

신도시 공간개발, 중산층 문화, 지역공동체 거점 역할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토대로 강남개발과 함께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대형화를 이룬 강남 초대형교회 3곳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은 1980년대 압구정·신사 지역에서 초대형교회로 성장한 A교회와 

B교회, 그리고 앞선 두 교회의 성장 이후 후발적으로 1990년대에 

초대형교회로 진입한 서초동 C교회이다. 

분석의 기준은 앞서 강남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요인으로 도출된 

신도시 공간개발, 도시 중산층 문화, 지역공동체 거점 역할이다. 신도시 

공간개발 요인으로는 주변 인구 및 아파트 현황, 토지 가격 상승, 성전 

건축 과정, 교통 환경을, 중산층 문화 요인으로는 목회 문화 및 교회 

특성, 교회 내 지위와 자격 요건,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거점에서는 교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교회 내 소모임 

현황과 중상류층 네트워크 형성을 살펴보며 강남개발과의 상관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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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사례 대상 교회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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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사동 A교회, B교회 

 

1) 교회 역사 및 창립 배경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반경 350m에 서로 가까이 위치한 

A교회와 B교회는 강남의 개발과 함께 1980년대에 급격히 성장한 

초대형교회이다.  

A교회의 경우, 강북 도심 광희문교회의 지교회로서 1953년 

중구에서 창립되었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하였다. 

1971년 미국 웨슬리신학대학원(Wesley Theological Seminary)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a목사가 A교회의 5대 목사로 부임하면서 교회성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a목사는 미국에서 공부한 교회성장학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회성장 10개년 계획(1979-1988년)’을 수립하여 교인 수 

1천여 명 규모로 교회를 성장시켰다(A교회, 1994, p145-151). 또한, 

교회성장 계획의 일환으로 한창 개발 중이었던 강남 땅으로의 이전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A교회는 배나무 밭이었던 신사동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1978년 2,000평의 대지 위에 건축 연면적 2,375평, 평면적 

558.7평, 총 평면적 2,429.8평의 지하1층~지상 4층 규모 성전을 

건축하였다. 1980년대부터 교육관, 선교관, 제2교육관, 교회 사무실이 

위치한 희망의 탑, 수양관, 수도원, 아트홀 등의 부대시설이 건축되었고, 

1990년에는 본당을 증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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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성전 및 주요 부대시설 건축 과정 

1953 A 교회 창림(중구 장충동 고야사 절간) 

1960 쌍림동 성전 건축(289 평) 

1978 신사동 건축 부지 2,000 평 매입 

1979 새 예배당 입당 

1982 별관 건축 

1984 교육관, 선교관 건축 

1989 제 2 교육관, 희망의탑 건축 

1987 수양관 건축 

1990 예배당 증축 

1997 수도원 건축 

<표 5-1> 70~90년대 A교회 성전 및 주요 부대시설 건축 과정77  

 

<그림 5-2> A교회78 

                                            
77 A교회 홈페이지 연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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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미국 교회성장이론의 한국화, 합리적인 행정과 목회 

지도력, 강남개발로 인한 도시·지역적 환경 변화,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으로 빠르게 교세를 확장하였다(강정규, 1983, p53-55). A교회의 

재적 교인은 1960년 150명에서 1995년 78,550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원 소재지였던 중구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1978년 

3,000명의 교인들과 함께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전한 1979년 이후 

80년대부터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A교회는 현재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로 손꼽히고 있다.79 

 

 

<그림 5-3> A교회 재적 교인 수 증가 추이80 

 

 

                                                                                                               
78 한국향토문화전자대사전 
79 크리스천투데이, <A교회 국내외 영적비전 나눌 지성전 및 선교센터 건립계획

>, 2018년 4월 5일. 
80 A교회 60년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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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교회는 강남개발로 압구정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완공된 아파트가 분양되던 시기에 설립되었다. 아직 주변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집 근처에서 교회를 찾기 어려웠던 시기 

B교회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b목사를 청빙하면서 1977년 

아파트 11동 1101호에서 창립되었다. 창립 1년 만에 11명이었던 

교인들이 69명으로 증가하자 더 이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1978년 110평 규모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이전하였다. 이후 아파트 

교인들을 흡수하며 교회가 급성장하였고, 1980년 신사동 주택가에 건축 

부지 1,000평을 마련하여 1981년 대지면적 1,000평에 예배당 343.04평, 

지하 1층 411.18평, 지하 2층 343평, 총 건평 1,097.22평의 새성전을 

건축하였다(B교회, 2007, p27-28). 1986년에 교육관을 비롯한 교회 

부대시설들이 건축되었고, 1987년에는 예배당을 증축하였으며 주변 

대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현재 2,080평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연도 성전 및 주요 부대시설 건축 과정 

1977 B 교회 창립(현대아파트 11 동 1101 호) 

1978 현대종합상가 3 층(110 평) 이전 

1980 신사동 건축 부지 1,000 평 매입 

1981 새 예배당 입당 

1986 선교교육관 건축 

1987 예배당 증축 

1993 소망수양관 건축 

1997 선교봉사관 건립 및 주차장 확장 

<표 5-2> 70~90년대 B교회 성전 및 주요 부대시설 건축 과정81  

                                            
81 B교회 홈페이지 연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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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B교회82 

엄숙하고 조용한 예배를 추구하는 B교회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에 위치하고, 사회지도급 인사 및 도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고소득층 사이에서 교회가 성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임윤택, 2001, p19).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B교회의 교인 

수는 1977년 11명에서 1995년 59,330명으로 빠르게 팽창하였다. 특히 

강남 인구의 증가와 함께 80년대부터 큰 폭으로 교인 수가 증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다.  

   

                                            
82 향토문화전자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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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B교회 재적 교인 수 증가 추이83 

 

2) 강남 신도시 공간개발과 교회성장 

A교회와 B교회의 성장 배경에는 강남 신도시 공간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과 대형성전 건축,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토지 가격 상승, 

그리고 교통시설의 확충이 있다.  

A교회와 B교회가 창립된 압구정·신사 지역은 1969년 제3한강교 

건설과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강남의 관문으로서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강남문화원, 2001, p66-67). 영동지구 토지구획사업을 통해 

야산과 전답이 정리되고 아파트와 고급 주택들이 건설되면서 이 지역은 

강남을 대표하는 부촌으로 변모하였다. 

A교회는 이러한 강남의 도시공간개발을 염두하고 계획적으로 

강남 이전을 실행하였다. 중구 쌍림동에 위치하던 당시 주변 충현교회, 

경동교회, 장충단교회 등 당시 대형교회들과의 경쟁과 쌍림동 지역의 

                                            
83 B교회 30년사 참고. 



 

 75 

쇠퇴, 주변 대지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강북 도심 인구의 감소로 

교회성장이 용이하지 않음을 인식한 a목사는 1977년 교회 내 회의에서 

“서울의 주택 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강남으로 대거 이동되고 있으니 

앞을 내다볼 때 우리 교회는 큰 사명과 비젼을 안고 영동 지역으로 새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A교회, 1994, p151).  

 

“우리 교회를 여기다(쌍림동)가 지을 것인가, 혹은 강남으로 나갈 것인가를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1977년에 인구 44만 명에 매해 22%씩 증가하는 강남지

역으로 우리 교회를 옮기자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82년 11월 21일 A교회 주일 예배84) 

 

A교회는 교회의 강남 이전을 성장의 기회로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출애굽(Exodus)’이라 표현하며, 1977년부터 교회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강남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금의 신사동 부지를 

매입하였다. 

한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창립되고 현대아파트 상가 임대 

교회 시절을 거친 B교회의 경우, 당시 내로라하는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를 가진 중상류층 인구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몰려들던 

시기 압구정 중상류층 문화 안에서 성장하였다.  

 

1977년부터 지난 20여 년 간 ‘압구정동'이 압구정동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

켜보며 성장한 교회가 B교회이다. B교회는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한 압구정

동 사람들에게 가장 문화적으로 가까운 영혼의 고향이다. … 자본주의와 지

구촌 문화의 산실이 된 압구정동 이미지에 십자가를 높이 매달은 영혼의 쉼

터 이미지의 ‘압구정동 B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임윤택, 2001, p315-319) 

                                            
84 A교회(1994, 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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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와 B교회는 각각 1978년과 1980년 신사동 현재 교회 부지에 

대형성전을 건축을 시작하였다. 

A교회의 성전 건축에는 교인들의 건축헌금뿐만 아니라 

교인이었던 신동아건설 사장의 경제적 지원과 교회 네트워크로 연결된 

관공서의 도움이 있었다. 신동아건설은 A교회에게 건축비 3억 원을 

담보물 없이 빌려주었고, 나머지 공사비도 외상으로 건축을 

진행하였다(A교회, 1994, p166-168). A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당시, 

강남지역의 신규 건물은 1,000평 이하로만 허가되었는데, 2,429.8평으로 

계획되었던 A교회의 성전 건축은 강남구청의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더 나아가 A교회가 계획하던 72m 종탑 역시 안보를 위한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수도경비대 사령부에 의해 불허되었다. 

그러나 A교회 장로의 동창이었던 강남구청장과 a목사의 동창이었던 

국방부 소장의 도움으로 성전 건축은 A교회가 계획한대로 

허가되었다(A교회, 1994, p163-166). 이러한 배경에서 A교회의 성전은 

1년 만에 빠른 속도로 완공될 수 있었다. 

 

“2,400평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1,000평 이상의 예배당은 짓지 못한

다고하는 것이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 마침 그 때 구청장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동창생이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가서 알아보니 신문에만 

났지 건설부의 구체적인 세칙이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

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는 모든 수속을 밟아 건축 허가를 내려고 하는

데, 구청장이 도장을 찍기 전에 건설부에서 1,000평 이상은 짓지 못한다고 

하는 세칙을 가지고 와서 결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그 때 우리 

교회의 건축 허가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맨 

마지막의 결재였습니다.”  

(1982년 11월 21일 A교회 주일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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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의 종탑은 72m로 대한민국의 종탑으로서는 제일 높습니다. … 

수도경비대 사령부에서 A교회의 종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건축 불가라는 이

의를 내려보낸 것입니다. … 마침 제 동기 동창 가운데 국방부에 소장으로 

있는 친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는 ‘자네가 좋은 일 하나 해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수도경비 사령부에 찾아 들어갔

습니다. 교회 설계도를 놓고서 한강의 거리는 얼마나 되며, 고사포를 쏘는 

데 지장을 줄 만한 그런 거리는 아니라고 하는 설명을 해서 허가를 받아 다

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2년 11월 21일 A교회 주일 예배) 

 

B교회의 경우도 초기 성전 건축 자금이 부족했지만 교인이었던 

현대건설 사장을 통해 외상으로 건축이 진행되었고, B교회 성전은 

규모가 크고 건축비 단가가 높은 공사를 맡는 현대건설의 가장 작은 

건축물로 기록되고 있다(강정규, 1983, p84-85). 공사비 이외에 B교회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이었다. 당시 배나무 

밭으로 성전 건축 시 상대적으로 이웃 간의 갈등이 없었던 A교회와 

달리, B교회의 부지는 주택가에 속해 있었다. 이에 따라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웃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B교회는 지난 4월 8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45백 38평의 대지를 구입, 1천 

99평짜리 교회건물을 착공했다. 이 공사는 H건설에서 11억 원에 맡아 시공, 

굴착을 시작하자 지난 여름부터 신축 건물과 접해 있는 24의 15 윤영호씨 

집 등 가옥 6채가 수도관이 끊어지고 벽에 금이 가는 등 무너질 위험에 직

면하게 되었다. …  또 철거 공사를 하면서 26일에는 전깃줄이 끊겨 근처 동

네는 10여시간이나 정전이 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주민들은 

26일 밤 <촛불 반상회>까지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했다.85 

                                            
85 동아일보, <압구정동 교회 신축 말썽 이웃집 수도관 끊기고 벽에 금 항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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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강남구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그리고 B교회 측에 항의하였음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부서진 집에 대한 보상이 없어 수리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은 B교회에 집을 팔았다. B교회는 이렇게 사들인 

건물들을 헐고 교회 부지를 확장하였다(B교회, 2007, p292). B교회의 

성전 건축은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건축을 

시작한지 불과 267일만에 완공되었다. 

A교회와 B교회가 자리잡은 신사동의 주변 아파트 환경 역시 

A교회와 B교회의 교세 확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초반 94호의 

아파트 밖에 없었던 A교회와 B교회 근방 압구정·신사 지역에 70년대 

후반부터 현대아파트, 한양제일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어 2,170호가 새로 들어섰다. 80년대 들어 압구정·신사 지역에는 

더 많은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었는데 한양아파트, 신현대아파트, 

미성아파트 등 총 5,767호가 들어섰다(강남구, 1993, p376-389). 이에 

따라 가구 수와 인구도 급격히 유입되어 1975년 4,350가구 21,617명에서 

1995년 16,949가구 57,232명으로 증가하였다. 

 

 

 

 

 

 

 

                                                                                                               

자 사들여 새 집도 헐어>, 198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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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수 인구 아파트 호수 아파트 건립 

1975 4,350 21,617 94 강남상가아파트 (1974) 

1980 12,600 40,308 5,005 

 한영아파트 (1979) 

현대아파트 (1976) 

영동한양제일아파트 (1977) 

영동한양 2 차아파트 (1980)  

1985 13,389 57,900 9,861 

 영동한양 3 차아파트 (1981) 

현대 8 차아파트 (1981) 

신사현대아파트 (1983) 

신현대아파트 (1983) 

미성 1 차아파트 (1983) 

영동한양 8 차아파트(1984)  

1990 16,487 62,944 10,772  미성 2 차아파트 (1987)  

1995 16,949 57,232 10,772  - 

<표 5-3> 압구정·신사 지역 인구 및 아파트 건립 추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는 상황에서 A교회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진행하였다. A교회는 설교 전문을 

매주 5,000장씩 인쇄하여 이웃 아파트 단지에 배부하였다. 또한, 고층 

아파트에서의 대화 단절, 심리적 불안 치유에 대한 설교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86 

B교회의 경우, 급격히 유입된 인구가 고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선교 “어장”으로서 초기 교회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강정규, 1983, 

p61). 교인들의 지역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하나의 소단위 

조직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교인들을 관리하는 교구 시스템을 살펴보면, 

B교회의 교구는 아파트 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창립 초기 압구정현대, 

미성, 한양, 동현, 미도아파트와 같이 강남 근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교구가 분류되었고, 이후 교회가 성장하며 다른 지역까지 교구가 

                                            
86 경향신문, <강남 새 풍속도 (18) 교회 친교 활동으로 교세 팽창>, 198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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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었다. B교회는 강남 아파트 생활권 선교에서 큰 성공을 보인 

교회들 중 하나로 손꼽힌다.
87
 

 

지구 지역 교구 지구 지역 교구 

제 1 
압구정 1, 

잠원 

현대 1~4 

미성 1~2 

잠원 1~4 

제 10 
도곡, 개포, 

일원, 수서 

개포 1~5 

도곡 1~4 

제 2 압구정 2 현대 1~8 제 11 
서초 1 

(방배, 반포, 반포본) 

반포 1~5 

방배 1~3 

제 3 압구정 3 현대 1~9 제 12 서초 2 서초 1~6 

제 4 압구정 4 한양 1~8 제 13 송파 1 
잠실 1~4 

송파 1~2 

제 5 신사 신사 1~7 제 14 
송파 2 

(강동, 하남, 광주) 

가락 1~5 

문정 1~1 

강동 

제 6 논현, 역삼 

논현 1~3 

동현 1~2 

학동  

역삼 1~1 

제 15 동북 

성동 1~2 

광진 1~2 

동대문 

강북 1~2 

제 7 청담 청담 1~8 제 16 서북 

중부 1~4 

한강 1~2 

일산 

제 8 삼성 삼성 1~5 제 17 서남 

동작 1~2 

관악  

여의도 

강서 

영인 

안양 

제 9 대치(미도) 

대치 1~5 

대치미도 

대치소망 

제 18 
성남, 용인,  

수원, 이천 

성남, 

분당 1~6 

<표 5-4> B교회 교구 현황88 

강남의 인구 유입과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도시공간개발은 

압구정·신사 지역의 토지 가격을 급증시켰다. 1963년에서 1979년 사이 

토지 가격이 압구정동은 875배, 신사동은 1,000배 증가했다(강남구, 1993, 

p172). A교회와 B교회가 위치한 신사동의 토지 가격은 1980년 평당 70만 

                                            
87 경향신문, <성소 탐방 공감대 높은 차분한 설교 B교회>, 1986년 2월 7일. 
88 B교회(p338-345)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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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1985년 160만 원, 1990년에는 350만 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89
  

A교회는 1978년 3억 원을 들여 교회 부지를 구입하였다(A교회, 

1994, p171). 1990년부터 기록된 A교회 부지의 평당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825만 원에서 1,023만 원으로 상승하였다. 개별공시지가를 토대

로 1995년 기준 A교회가 소유한 1,943평의 토지 가격을 계산하면 총 200

억 정도의 가치가 계산된다. 2012년 기준 주변 토지가 시세에 따라 계산

한 A교회의 토지 가격은 총 2,3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90
 

 

기준 연도 평당 개별공시지가(원) 

1990 8,250,000 

1991 11,616,000 

1992 12,441,000 

1993 12,210,000 

1994 10,890,000 

1995 10,230,000 

<표 5-5> A교회 부지 평당 개별공시지가91 

B교회는 1980년 토지 확보 비용으로 4억 원을 투입해 현 위치 교

회 부지에 독립된 첫 성전을 건축하였다(B교회, 2007, p292). B교회 부지

의 평당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594만 원에서 1995년 772만 원으로 상승

하였다.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1995년 기준 B교회가 소유한 2,080평의 

토지 가격을 계산하면 총 160억 정도의 가치가 계산된다. 2012년 기준 

주변 토지가 시세에 따른 B교회의 토지 가격은 총 1,313억 원 정도이

다.92 

                                            
89 경향신문, <서울땅값 경기침체에도 오름세 토개공 조사>, 1980년 10월 9일. 

동아일보, <특정 지역 316곳 기준 시가 고지>, 1987년 3월 9일.  

한겨례, <택지값 서울 신사동 최고>, 1991년 2월 27일. 
90 한국경제, <초대형 한국교회들 ‘성전인가 바벨탑인가’>, 2012년 12월 25일. 
91 서울도시계획포털 
92 한국경제, <땅값만 1300억원…‘고소영’ 인맥 논란 중심>, 2012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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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도 평당 개별공시지가(원) 

1990 5,940,000 

1991 8,250,000 

1992 9,405,000 

1993 8,910,000 

1994 8,250,000 

1995 7,722,000 

<표 5-6> B교회 부지 평당 개별공시지가93 

교회 부지의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 이윤을 토대로 

A교회와 B교회는 80년대부터 기도원, 수양관, 교육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었고, 교회 운영과 지교회 및 개척교회 설립 

지원으로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 밖에 강남 도시공간개발과 함께 조성된 편리한 교통 환경 역시 

A교회와 B교회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A교회와 B교회가 위치한 

신사동은 강남대로, 도산대로, 압구정로, 논현로 등의 대로가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또한, 근방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그리고 

올림픽대로의의 개통은 강북 도심지와 한강이남 교인들의 접근성을 

증진시켰다. 더불어 강북 도심을 가로지르는 압구정역이 1985년에 A교회, 

B교회와 근접한 곳에 개통되었고, 이와 연계된 버스 교통망 확충으로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용이해졌다.  

이렇게 주변 한강 교량과 대로, 지하철역이 개통된 1980년대 

중후반부터 A교회와 B교회에는 서울 각지를 포함하는 교구가 

신설되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는 제1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연결된 

대중교통망과 도로망을 통해 일산과 분당에서도 교인들이 출석하면서, 

1997년 일산, 분당 교인들을 위한 교구도 신설되었다. 이에 따른 교세 

확장을 기반으로 A교회와 B교회는 강남과 서울을 비롯한 근방 

                                            
93 서울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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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으로까지 탈지역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3) 도시 중산층 문화와 교회성장 

A교회와 B교회의 지적인 목회,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여러 직

분과 직책,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강남의 중산층 문화와 잘 어우러져 

교회 초고속 성장의 근간이 되었다.   

먼저, A교회의 a목사와 B교회의 b목사는 미국 풀러신학대학교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근대적인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목회자였다. 이러한 a목사와 b목사의 지적인 설교는 고학력 

강남 중산층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 주었을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강남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교인들을 심적으로 어루만지고, 삶의 방향

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A교회의 a목사의 경우, 물질적 풍요가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해 야

기되는 소외감과 공허 및 삶에 대한 회의감을 부유한 현대 도시인의 사

회적 병리로 파악하였다(강정규, 1983, p26-32). a목사는 이러한 부유층들

에게 신학적 이론에 기반한 영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 과정

에서 지성인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a목사는 당대의 이슈들, 과

학, 경제, 문학, 예술, 체육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동원하여 무게 있는 

설교를 준비하였다. 

 

서울 강남에서 대형교회를 이룩한 a목사는 강남 중산층 신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을 설교 주제로 선택한다. 이들은 어느 정도 출세하고 성공한 강남 

중산층 신자들이 얻고자 하는 교양적인 내용, 시사적인 문제, 심리적 안정 

등을 겨냥한 설교에 강점을 보인다.94 

                                            
94 동아일보, <카리스마의 설교, 사람을 낚는다>, 2009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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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회의 b목사도 교인들 사이에 “설교의 달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95
  미국 유학파인 b목사의 설교 스타일은 도시 중산층들의 관심사

인 정치, 사회, 교육, 문화를 넘나들면서 되풀이되는 도시의 일상 속에 

지친 중산층들에게 삶의 목표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며 인기를 끌었다(B

교회, 2007, p54-70).  

 

b목사는 우리 시대의 전형적 도시 목회의 성공적인 목사이다. 그의 설교는 

깨끗한 인상, 전혀 부담 없는 천재적 스피치, 그리고 신학과 철학과 역사와 

문학과 현존의 삶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으로 강남의 이른바 부유층들에게 

만족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시대적 변화에 둔감한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현

실에 동떨어진 설교에 식상한 이른바 식자층들의 성도들을 끌어들일 수 있

었다.  

(신민섭, 1999) 

 

강남의 지적 수준이 높은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설교로 A교회와 B

교회에 중산층 교인들이 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 두 교회에서는 타교회

에서 흔히 들리는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조용하고 경건하며 

지성적인 교회 문화가 형성되었다(임윤택, 2001, p54; 강정규, 1983, p33). 

강남 설립 이후 급성장한 A교회와 B교회에 강남 중산층들이 모여

들자, A교회와 B교회의 직분과 직책은 강남 중산층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기실현의 보고가 되었다. 다양한 직분과 직책 중에서 A교회와 B교회

의 장로 직분과 교회학교 교사 직책은 까다로운 자격 요건으로 잘 알려

져 있다. 

A교회는 1980년 이래로 ‘임원전지훈련’을 통해 매 연 초 3주간 

                                            
95 국민일보, <B교회 원로목사 “하늘나라 소망두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 회

복해야”>, 2017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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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과 교육 과정을 거치며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의 교인들이 임원의 

자세와 역할, 책임과 의무, 비전과 방법을 체득해야만 한다(A교회 1994, 

p279-280). 즉, 연 초에 생업을 중단하거나 직장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

는 높은 사회적 지위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직분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B교회는 장로 선거 문화의 과열 경쟁과 까다로운 자격 요건

으로 세간에는 B교회 장로 되기가 국회의원 당선보다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96
 B교회 장로 후보가 되려면 집사가 된 지 7년 이상, 교회 각 기관

에서 봉사한 지 7년 이상, 그리고 직계가족 모두가 B교회 교인이어야 한

다. 장로 후보로는 기업인, 교수, 의사, 판사 등 각계 각층의 유명 인사

가 많이 나온다. 

대부분 압구정·신사 지역의 중상류층으로 구성된 A교회와 B교회

의 직분은 사회적 지위의 한 자원으로서 교세 확장과 함께 그 수가 증가

하였다. 장로, 권사, 집사로 분류된 A교회의 총 임원 수는 1983년 1,597

명에서 1995년 6,522명으로 교회가 성장하며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직분인 장로 수를 기준으로 보면, A교

회의 장로 수는 1981년 37명에서 1995년 85명으로 증가하였고, B교회는 

13명에서 66명으로 증가하였다.  

 

                                            
96 시사IN, <B교회 장로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2008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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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A교회와 B교회 장로 수 증가 추이97 

장로 직분뿐만 아니라 훈련을 통해 선별되는 교회학교 교사 역시 

강남 중산층들에게 자기실현적 지표 역할을 한다. A교회와 B교회는 생

후 30개월 영아부(탁아부)부터 고등부 및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예배까지 

나이대 및 상황별로 잘 짜인 교회학교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교회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교회와 B교회는 ‘교사대학’이라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1982년 강남지역에서 최초로 개교한 A교회 교사대학은 지역사회

에 봉사하고 감리교 복음주의 정신에 기초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역할

부터 교회학교의 지역별 반 편성, 다양한 세미나, 교사 특강, 교사 영성

훈련 등의 교사 교육과 교회학교 현장 분석 및 정책 제시, 커리큘럼 수

립 등의 훈련을 제공한다(A교회, 1994, p324-326). 이러한 훈련을 거쳐야

만 교인들은 준교사, 정교사로 임명 받을 수 있다. A교회는 1991년 ‘일

천명교사 일만명학생 운동’을 통해 교사 수 1천명을 달성하였다. 

                                            
97 A교회 40년사, B교회 30년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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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회도 1985년부터 시작된 교사대학을 졸업한 교인들에게만 교

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교사대학 졸업생들은 졸업 후에도 한두 달 동안 

보조 교사로 일한 뒤에나 정교사로 임명 받을 수 있었다. 교사대학 커리

큘럼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필요한 신학 강의, 실습, 신앙적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교사대학의 교육은 두 학기로 총 1년인데, 보고서 작성, 

성경 시험, 엄격한 교칙 등으로 실제 대학과 같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

영되었다.  

 

연도 교회학교 교사 수 교사대학 졸업자 수 

1985 - 84 

1986 - 112 

1987 - 150 

1988 - 174 

1989 1,147 147 

1990 1,202 184 

1991 1,226 190 

1992 1,085 324 

1993 1,033 311 

1994 1,151 240 

1995 1,299 225 

<표 5-7> B교회 교회학교 교사 수 및 교사대학 졸업자 수98 

A교회와 B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증가한 교회 직분과 직책

은 높은 자격요건을 제시하며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주

었다. 이러한 직분과 직책은 상징적인 사회적 지위와 자기실현을 바라는 

강남 중산층들의 치열한 경쟁을 동반하였다.99 

A교회와 B교회의 교육 프로그램도 강남 중산층의 큰 인기를 얻었

                                            
98 B교회(2007, p357)를 재구성. 
99 경향신문, <장로라는 권력…명망가들 왜 그토록 되려고 애쓰나>, 200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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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계적인 교사 양성을 토대로 A교회와 B교회의 체계적인 주일학교 

시스템은 신앙 교육은 물론, 책임의식, 지도력과 같은 사회화, 입시 상담 

등 나이대와 상황별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특히, 교인

들의 연령대가 주로 40대였기 때문에 가정에 고등학생 자녀들이 많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의 높은 지적 수준과 1980년 강남 8학군의 탄생으로 주

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중산층 고등학생 자녀들의 출석이 증가하여 

중·고등부가 1990년대 중반까지 크게 발전하였다(A교회, 1994, p323; B

교회, 2007, p164). 

또한, A교회와 B교회는 중산층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

제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A교회는 1980년대부터 향락 업

소가 크게 번창하고 있는 강남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상

황에서 성서에 근거한 신실한 신앙인들을 양육하기 위한 트리니티 성서

연구, 아파트 밀집으로 별다른 쉼터와 교육 공간이 없었던 노인들을 위

한 경로대학, 전문 강사진을 섭외하여 중산층 교인들의 지적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한 평생대학을 개설하였고, 결혼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교인

들의 결혼 상담은 물론 결혼을 주선하기도 하였다(A교회, 1994, p179, 

p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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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연도 개설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1980 교회 내 지도자 훈련 

교회 각급 직분을 맡은 지도자 대상 훈련 

(성서 연구법, 리더쉽, 카운셀링, 가정 치료법, 부부 

문제 상담 등) 

1981 결혼상담실 믿음 안에 있는 미혼 남녀의 결혼 주선 

1982 경로대학 
핵가족 제도화로 소외된 노인들의 배움의 터전 마련 

(성경, 서예, 요가, 건강 관리, 역사 등) 

1983 트리니티 성서 연구 성서 공부 및 성서의 생활화 

1983 평생대학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성경, 외국어, 유아 교육, 교양, 주제공개 강좌 등) 

<표 5-8> A교회 성인 대상 프로그램100 

B교회에서도 1978년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성경 연구반을 시

작으로 전담 교육자를 청빙하여 가정·관계, 정신·심리·치유, 교양 주

제의 강좌가 개설되었다(B교회, 2001, p192-199). 중산층 특유의 건강한 

가정과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삭막한 도시에서의 정신적 위로, 지성적

인 교인들의 다양한 교양적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강좌들이 활성화되면

서 교인들의 교제도 활발해졌다.  

 

주제 강좌 

신학 
기독교교리, 성서연구,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건 훈련, 주제별성서연구, 신앙기초반, 

인물성경공부, 공동체성경연구, 대화식성경공부, 성서와 기독교, 소그룹성서연구 

가정·관계 

신혼부부 성서연구, 신혼부부예비반, 부부성경공부, 성경과 함께하는 자녀교육, 남편과 아내 

무엇이 다른가, 성서적인 부모역할, 자녀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과 자세, 유대인의 

자녀교육, 이스라엘의 가정교육, 성서 속 사랑이야기, 건전한 기독교 가정, 신자의 가정 

이해, 결혼의 의미와 신앙, 성서적 결혼관, 건전한 결혼과 가정, 건강한 가정과 내적치유, 

유쾌하게 나이드는 법, 관계회복과 비전 세우기 

정신·심리·치유 

내적 치유에 관한 성서연구, 치유하는 상담 성서연구, 육체의 건강과 내적 치유,  

구원과 치유, 마음의 의학과 신앙, 신앙인의 정신건강, 분노대처법, 죄책감의 심리학, 

자존감과 신앙, 질병과 하나님의 치유 

교양 

생활 속의 성서연구,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 삶, 성령의 은사와 영적 리더십, 삶의 질문 

성경의 응답, 시간 관리, 꿈에 해석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생명복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환경보존과 그리스도인, 크리스챤의 리더십,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현대철학이 기독교 

신앙에 미친 영향, 교양있는 그리스도인, 누가와 함께 하는 여행, 도스토예프스키와 러시아, 

역사와 지리, 영어성경반 

<표 5-9> 70~90년대 B교회 성인 대상 강좌101 

                                            
100 A교회 40년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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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세련된 예배당, 수준 높은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및 음향 

시설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강남지역 주민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다.  

A교회는 건축 당시 강남 교회신축 열풍 사이에서 거대한 규모와

초현대식 시설로 주목을 받았다.
102
 특히 1990년대에 완성된 예배당의 스

테인드글라스는 ‘스테인드글라스의 달인’ 프랑스 떼제 공동체 마르크 

수사의 작품으로 A교회의 명물이다.
103

 또한, A교회는 가격이 비싸고 넓

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대형교회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파이

프 오르간을 세계 최고로 여겨지는 Johannes Klais사를 통해 주문 제작

하였다(A교회, 1994, p318). A교회는 특히 음악에 큰 관심을 기울였는데, 

1981년 서울 시향과 KBS 교향악단 소속 교인들을 중심으로 50명 규모의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다(A교회, 1994, p207-208). A교회는 

1986년부터 이러한 오케스트라와 성가대를 통해 교인들과 지역 불신자들

을 초청하는 선교음악제 프로그램도 활성화시켰다.   

B교회의 정갈하고 세련된 예배당도 일점의 군더더기가 없는 단순

미의 극치로 평가되고 있다(강정규, 1983, p88). 또한, A교회와 마찬가지

로 B교회는 교회 창립 초기부터 음악에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 그 결과 

20개 이상의 실력 있는 중창단이 구성되고, 1987년부터 일찍이 미국 

Wicks사에서 주문 제작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였다. 파이프 오르간은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교인들이 좋아하는 클래식한 분위기를 형성하였

고, 예배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정상급 음악가들의 수준 

높은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에도 사용되고 있다(임윤택, 2001, p370).  

                                                                                                               
101 B교회 30년사 참고. 
102 경향신문, <강남 새 풍속도 (16) 교회 초대형 신축붐>, 1982년 12월 13일. 
103 중앙일보, <영원한 세계의 보이지 않는 신비, 색유리 통해 전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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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A교회와 B교회 예배당 내부104 

 

강남 중산층 문화의 장이 된 A교회와 B교회는 지적인 설교,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직분과 직책, 교육·문화 프로그램, 세련된 

예배당과 수준 높은 음악으로 중산층 교인들을 흡수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대체로 수입 및 지출 내용을 대외비로 공개하지 않는 교회 

특성상 A교회와 B교회의 헌금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90년 

기준 매주 1~2억 원, 연간 50~100억 수준의 헌금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5

 이러한 중산층 교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규모의 교회가 운영될 수 있었다. 

 

4) 지역공동체 거점과 교회성장 

비슷한 사회경제적 문화를 공유하는 교인들의 지역공동체 거점 

역할도 A교회와 B교회가 빠르게 초대형교회로 성장한 요인 중 하나이다. 

허허벌판이었던 압구정·신사 지역이 개발이 한창이었던 1970년대 

중후반부터 내로라하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중상류층 주거지이자 

활동지로 변모하는 동안, A교회와 B교회는 강남 중상류층의 지역공동체 

                                            
104 A교회, B교회 홈페이지. 
105 동아일보, <종교 헌금 얼마나 걷힐까>, 199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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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으로서 성장하며 세속적인 강남 문화를 품는 공동체가 되었다.  

A교회는 강북 도심에서 기존 교인들과 함께 강남으로 

이전하였지만, 압구정·신사 지역이 발전하면서 이전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1982년에 교인들의 90%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자
106

일 

정도로 빠르게 강남 중상류층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B교회는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한국 엘리트의 3대 조건으로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 살면서, B교회에 다니는 것’이 

언급될 정도로 파워엘리트들의 사교의 장이기도 하다(B교회, 2007, p53). 

B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고학력, 고소득, 사회지도적 교인들이 많다. 

교회가 창립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86년에 이미 1만 명의 

교인들 중 장년 교인들의 95%가 대졸자였고, 현직장관 및 국회의원이 

15명, 대학교수가 2백 명이었으며,
107
 군 장성 3백 명, 연예인 1백여 명이 

B교회에 출석하였다(임윤택, 2001, p57-58). B교회로 새로 찾아오는 

교인들도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B교회에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새로 등록한 교인 대다수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고학력자들이었고, 강남 아파트 거주민들이었다(임윤택, 2001 p246).  

A교회와 B교회 교인들 중에는 의료계, 정관계, 경제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많아 개별 소모임을 조직하여 같은 업종 및 사회적 

배경에 따라 연결망을 형성한다.  A교회에는 실업인, 의사, 교수, 장교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직 교인들의 친교와 정보 교류 모임이 존재한다.  

 

 

 

                                            
106 경향신문, <강남 새 풍속도 (18) 교회 친교활동으로 팽창>, 1982년 12월 28일. 
107 경향신문, <성소 탐방 공감대 높은 차분한 설교 B교회>, 1986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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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연도 공동체 목적 

1981 

빌레몬실업인선교회 실업인들 간 정보교환과 상호 협조 

누가의료선교회 
현직 의사 및 한의사 교인들에 의한 의료 상담 및 

선교 

1982 교수선교회 
현직 교수들의 정보 교류, 진로 지도 및 캠퍼스 

선교 

1983 

남선교회총연합회 봉사, 선교 

여선교회총연합회 봉사, 선교 

성극위원회 연극을 통한 선교 

뉴스레터위원회 교회 내 여러 소식 취재 및 정보 전달 

1985 중보기도회 중보기도 및 사역 지원 

1988 
동시통역위원회 외국인 교인들의 예배 및 프로그램 통역 

꽃꽂이 선교회 교회 행사 지원, 선교 

1990 
경조위원회 교인들의 경조사 예식 진행 

고넬료선교회 장교 출신 교인들의 친교와 군 선교 

1991 
상담선교회 

전문직 교인들의 친교와 다양한 분야 상담(법률, 

세무, 부동산, 교육, 결혼, 일자리 등) 

호스피스선교회 봉사, 선교 

1995 리브가 미용선교회 봉사, 선교 

1998 장학위원회 장학  

<표 5-10> 1990년대 중반까지 A교회 공동체 현황108 

B교회 역시 교수 선교회, 건설 선교회, 교사 선교회, 금융인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와 같이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친교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회 내부의 공식적인 공동체 외에도 정·재계 

인사들이 교회 근처 카페에서 친교를 나누는 ‘파스쿠찌 모임,’ 대기업 

중역 교인들의 모임인 ‘하늘로 가는 길벗 모임’ 등의 비공식 모임도 

있다.109 

 

 

 

                                            
108 A교회 홈페이지 참고. 
109 중앙선데이, <쟁쟁한 인사들의 ‘친목 네트워크’ B교회>, 2008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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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연도 공동체 목적 

1981 밀알 공동체 봉사, 선교 

1984 한울 선교회 선교 

1986 
사랑회 선교 

꽃꽂이 봉사회 봉사 

1987 마리아 공동체 구호, 선교 

1988 베데스다 공동체 봉사 

1989 교수 선교회 전·현직 교수들의 친교 및 대학 선교 

1990 한길 공동체 장학 

1991 

뵈뵈 공동체 장학 

브니엘 공동체 경기고교 동창 친교 및 선교 

작은 마음 공동체 장학 

1992 외길 중보기도회 중보기도 및 사역 지원 

1995 
참사랑 선교회 선교, 봉사 

브리스가 공동체 장학 

1996 

건설 선교회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교인들의 친교 

교사 선교회 전·현직 교사들의 친교 및 학교 선교 

샤론 공동체 봉사 

금융인 선교회 금융 직종 종사자들의 친교 및 직장 선교 

1997 

도르가 병원 선교회 선교 

새마음 선교회 친교 

실업인 선교회 법률, 세무, 회계 등 전문직 교인들의 친교 및 사회 봉사 

<표 5-11> 1990년대 중반까지 B교회 공동체 현황110 

강남의 비슷한 중상류층 사회경제적 배경을 공유하는 A교회와 

B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통해 세속적인 지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교연을 형성하였다. A교회와 B교회의 고급 네트워크가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이러한 교연에 합류하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장년층뿐만 아니라, 결혼적령기의 

청년들도 믿음 좋고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안의 

배우자감을 물색하기 위해 A교회와 B교회를 찾기도 하였다. 매체에서 

                                            
110 B교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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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세련되고 성실한 교인들이 많아 연애하기 좋은 ‘물 좋은 

교회’로 묘사되고 있고,
111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파워엘리트 

자녀들이 출석한다는 B교회의 청년부와 대학부도 교인 등록율이 더욱 

증가하였다.
112
   

동질적인 강남 중상류층 교인들의 사교의 장으로서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성장하며 A교회와 B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계층적 필터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학력의 중산층에 맞춘 지적이고 논리적인 

목회 방식은 하위계층 교인들에게 알아듣기 어렵게 느껴지고, 중상류층 

수준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없는 교인들에게는 교회 직분이 부여되기 

어려웠다(강정규, 1983, p193-194). 이에 따라 ‘급성장한 부르주아들의 

사교 모임’, ‘가난한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교회’ 등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주원규, 2020, p93-94). A교회와 B교회는 강남을 상징하는 

중상류층들의 폐쇄적인 고급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강남 

중산층 교인들을 흡수하며 강남 지역공동체 거점으로서 빠르게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111 정수현(2008, p551) 
112 스포츠조선, <B교회, 신도 두배로 늘었다는데…>, 2008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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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초동 C교회 

 

1) 교회 역사 및 창립 배경  

1985년 최초로 서초동 강남역 근처 독립된 부지에 성전을 짓고, 

2013년 서초역 근처에 거대한 성전을 건축한 C교회 역시 강남지역의 

신도시 공간개발, 도시 중산층 문화,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90년대 

초반에 초대형교회로 성장한 교회이다. 

C교회는 강남지역으로 이사 간 불광동 은평교회 교인들의 요청에 

따라 은평교회의 지원으로 1978년 c목사가 개척한 교회이다. C교회는 

당시 역삼동의 반도유스호텔 앞 3층짜리 건물 2층(40평)에서 

시작되었지만, 교회 위치가 신축 아파트 단지와 거리가 멀었고, 교통 

환경이 좋지 않아 개척 초기 양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박용규, 1998, 

p48). 이에 따라 1979년 C교회는 서초동 진흥아파트 맞은편 상가 건물 

3층으로 이전하였고, 주변 아파트 단지 교인들을 토대로 성장하여 상가 

건물의 1층과 2층까지 매입할 정도로 성장하였다(C교회, 1994, p40-41). 

1980년 교인들이 500여 명으로 증가하자 강남역 근처 삼익아파트 옆 

빈터 748평을 매입하였고, 1985년 대지면적 778평 위에 연면적 1,874평 

지하2층~지상5층 규모의 성전 건축을 완료하였다. 이후 성전 근처에 

소망관, 사랑관 등의 부대시설이 건축되었고, 교세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2013년에 서초역 근처에 새성전을 건축하여 이전하였다.   

 

 

 

 



 

 97 

연도 예배당 및 주요 부대시설 건축 과정 

1978 C 교회 창립(역삼동 상가 건물 2 층) 

1979 서초동 진흥아파트 맞은편 상가로 이전 

1980 서초동 삼악아파트 옆 빈터 748 평 매입 

1985 새 예배당 입당 

1989 소망관 입당 

1993 사랑관 입당 

1995 수양관 건축 

2013 서초역 근처 새성전 건축 

<표 5-12> C교회 성전 및 주요 부대시설 건축 과정113 

<그림 5-8> C교회 강남역 구성전114과 서초역 새성전115 

제자훈련과 체계적인 공동체 관리, 젊은이 선교로 잘 알려진 C교

회는 교인 수가 꾸준히 성장하였다. 1985년 새 예배당 입당 이후 큰 증

가 폭을 보였으며, 1992년 교인 수 1만 명 이상의 초대형교회가 되었다. 

2005년에 교인 수는 5만 2,000명으로 알려져 있다(이근미, 2005, p82). 

                                            
113 C교회 연혁 참고. 
114 시사저널, <‘C교회’ ‘미경연’, 꼭꼭 숨었던 박근혜 정부 인맥>, 2013년 

3월 18일.  
115 크리스천투데이 <‘갱신위’와 화해한 C교회, ‘도로점용’ 문제도 풀까?>, 

2020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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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C교회 재적 교인 수 증가 추이 

 

2) 강남 신도시 공간개발과 교회성장 

C교회 역시 A교회, B교회와 마찬가지로 인구 유입, 대형 성전 건

축, 대규모 아파트 단지, 토지 가격 상승, 그리고 교통시설 확충을 토대

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압구정·신사 지역에서 성장한 A교회, B교회와 

비교해볼 때, 당시 C교회의 개척 장소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편리한 교통 환경이 부재하였다는 점, A교회와 B교회보다 늦은 1985년

에야 단독 부지 위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두 교회보다 후

발적으로 초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C교회가 이전하여 초대형교회로 성장한 서초동은 1969년 제3한

강교 건설과 이와 연결된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에 개통하여 급격히 성

장하기 시작하였다.116 서초동은 근방에 고급 주택과 예술의전당, 법원, 

대기업 사옥, 백화점 등 쾌적한 문화·생활환경이 조성되면서 파워엘리

                                            
1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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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의 대표적인 거주지가 되었다.
117
 이러한 강남지역에서 예수님의 제

자를 세운다는 목적으로 개척된 C교회는 제자훈련과 같은 철저한 교인 

양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선교활동

으로 서초구 부유층들을 흡수하여 성장하였다.  

C교회는 강남역 근처 독립된 성전 건축을 계획할 당시 예배에 참

석하던 삼익건설 상무를 통해 시세 100만 원이었던 부지를 40만 원이라

는 싼 값에 분할 지불로 구입할 수 있었다(C교회, 1994, p180-183). 부족

한 건축비는 교인들의 건축헌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C교회가 매입한 

대지는 삼익아파트 자투리 땅으로 아파트 건설 용도였기 때문에 시청 건

축과로부터 건설불가 통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C교회는 교회 내 네트

워크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다. C교회 집사의 소개로 서울시 부시장과 면

담할 수 있었고, 용도변경을 통해 쉽게 성전 건축이 허가되었다. C교회 

성전은 착공한지 1년 5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건축위원들이 매우 답답해하고 있던 차에 구 장로는 교회의 오한구 집사를 

통해 부시장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무언가 책임 있는 대답을 듣고 싶은 마

음으로 찾아간 구 장로를 앉혀 놓고 부시장은 실무과장을 불렀다.  

“C교회에 대해 알고 있나?” 

“네, 해 주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럼 빨리 처리해.” 

그것이 전부였다. … 부시장과 과장 사이에 오고가는 말을 듣자 너무나 일이 

쉽게 풀리는 데 어리둥절하였다고 한다. 평소에는 시청에 가서 앉아 있어도 

본 척도 않던 과장이었기 때문이다.  

(C교회, 1994, p222-223)   

 

                                            
117 한국경제, <[한국의 부촌] 서울 서초동 기업인, 교수, 법조인 파워 엘리트 

‘둥지’>, 2008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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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회의 성전 주변 주택 환경도 A교회, B교회와 마찬가지로 교세 

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서초구에는 고급 단독주택지역 뿐만 아니라 

1973년 반포동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방배동, 서초동에도 대규모 현대

식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었다(서초구, 1991, p68-73). 1979년 C교회가 서

초동으로 이전한 1979년은 서초동에 대대적인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었던 

시기이다. 70~9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면서 서초동에는 아

파트 12,029호가 들어섰고, 이에 따라 가구 수와 인구도 증가하였다. 

1975년 1,769가구 8,089명이었던 인구는 1995년 23,935가구 87,206명으로 

증가하였다.  

 

 가구 수 인구 아파트 호수 아파트 건립 

1975 1,769 8,089 - - 

1980 11,939 50,559 7,769 

극동아파트 (1976) 

은하아파트 (1978) 

삼익아파트 (1978) 

무지개아파트 (1978) 

신동아아파트 (1978) 

우성 1 차아파트 (1979) 

우성 2 차아파트 (1979) 

삼호아파트 (1979) 

삼익건설아파트(1979) 

진흥아파트 (1979) 

우성 3 차아파트 (1980) 

1985 16,930 73,099 8,623 

한양아파트 (1981) 

우성 4 차아파트 (1982) 

세종아파트 (1982) 

가든아파트 (1983)  

1990 24,675 98,959 11,502 

삼풍아파트 (1988) 

현대성우아파트(1989) 

아남아파트 (1989) 

1995 23,935 87,206 12,029 유원아파트 (1993) 

<표 5-13> 서초동 인구 및 아파트 건립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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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회의 성전은 1979년 881개 호가 건립된 삼익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다. C교회는 주변 삼익, 삼호, 진흥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주민들

에 대한 대대적인 선교 활동을 하였다(C교회, 1994, p279). 특히, 교회 내 

훈련을 통해 양육된 교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체계적인 전도 활동과 지

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각성 전도집회가 결실을 맺어 구역예배 단위

인 ‘다락방’ 모임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우성, 진흥, 유원, 

성우아파트 등 C교회 근방 아파트를 기준으로 다락방이 세분화되었고, 

1981년에는 교회에서 거리가 있는 압구정 지역으로까지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하면서 A교회와 B교회의 영향력이 큰 압구정동에도 현대아파트 

다락방을 구성하여 교세를 확장하였다(C교회, 1994, p214-216). 

 

팀 지역별 다락방 

1 팀 논현동, 도곡 1 동, 삼성동,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 1 동, 역삼 2 동, 청담동 

2 팀 
개포동, 내곡동 대치동, 도곡 2 동, 세곡동, 수서동, 신원동, 양재동, 염곡동, 

우면동, 원지동, 일원동 

3 팀 

방배 1, 2, 3 동, 반포 1 동, 반포 4 동(개인주택, 미도 A), 반포본동, 반포 1 동 

반포자이, 반포 2 동, 잠원동 2 지구, 반포 4 동(개인주택, 궁전 A, 한신서래 A), 

방배동, 방배본동, 방배 4 동 

4 팀 

두산위브 A, 레미안서초에스티지 A, 롯데캐슬 A, 무지개 A, 서초래미안, 

서초래미안스위트, 서초 1 동, 서초동 신동아, 서초 4 동 삼풍 A, 

서초푸르지오써밋 A, 아크로 A, 우성 A, 유원 A, 진흥 A, 현대성우, 한빛삼성, 

e 편한 A 

5 팀 
과천, 관악, 군포, 금천구, 남현동, 동작구, 동작동, 사당동, 상도동, 시흥, 안산, 

안양, 영등포구, 의왕 

6 팀 강서구, 강화, 고양, 구로구, 광명, 김포, 양천구, 인천, 부천, 파주 

7 팀 
가평, 강동구, 광진구, 구리, 남양주, 송파, 양평, 잠실본동, 잠실 1~7 동, 중랑구, 

풍납동, 하남 

8 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두천,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주, 연천, 용산구, 은평구, 의정부, 종로구, 중구, 포천 

9 팀 강원도, 경기도, 기흥구, 분당구, 수원, 수정구, 중원구, 용인, 충청도, 화성 

<표 5-14> 지역별 다락방 모임 현황118 

 

                                            
118 C교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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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지역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

립을 포함한 신도시 공간개발은 C교회가 위치한 서초동의 토지 가격을 

급증시켰다. 서초동의 토지 가격은 1975년 평당 13만 원
119

에서 1980년 

70만 원
120

, 1985년 150만 원
121

으로 크게 증가하여 신사동 토지 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C교회는 교회 부지를 1980년에 당시 시세보다 60만 원이나 낮은 

평당 40만 원에 매입하였다(C교회, 1994, 182). 즉, C교회가 1980년 748평

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비용은 3억 원 정도이다. 15년이 지난 1995년 C

교회부지의 평당 개별공시지가는 610만 원으로 C교회가 보유한 토지의 

가격은 총 45억 원 정도로 계산된다.  

 

기준 연도 평당 개별공시지가(원) 

1992 6,534,000 

1993 6,105,000 

1994 6,105,000 

1995 6,105,000 

1996 5,907,000 

1997 6,171,000 

<표 5.-15> C교회 부지 평당 개별공시지가122 

앞선 A교회, B교회보다 보유한 토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신사동보

다 지가 상승이 덜했기 때문에 두 교회들만큼 많은 초과 이윤을 축적하

지는 못했지만, C교회는 이를 바탕으로 90년대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119 매일경제, <대지 거래 활기 서초동 일대>, 1975년 9월 18일. 
120 매일경제, <지역별 거래 동향 (8) 서초동>, 1980년 4월 16일. 
121 매일경제, <서초동 트럭터미널, 말죽거리일대 지하철 개통후 개발붐 재개>, 

1985년 11월 11일. 
122 서울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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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초역 근처에 3,000억 규모의 새성전을 건축하고 이전하였다.
123
 

C교회 주변으로 조성된 편리한 교통 환경도 C교회 교세 확장의 

배경이 되었다. C교회가 위치한 서초구는 자동차 이용을 고려한 직교식 

간선도로로 이루어져 있다(서초구, 1991, p95-96). C교회 근처의 남부순

환로는 강서지역부터 강동지역을 이어주고, 반포대교에서 이어지는 반포

대로와 한남대교에서 이어지는 강남대로는 강북지역과 연결한다. 또한, 

강북 도심과 영등포, 강남 서울 3핵을 잇는 강남역과 이와 연계된 버스

가 바둑판처럼 촘촘한 간선도로를 따라 운행되면서 대중교통으로도 C교

회로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더불어, 1975년 고속버스터미널과 1990년 남

부터미널 개업으로 지방에서 서초동으로의 이동도 편리해졌다. <표 5-

14>를 보면, C교회가 서울,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 강원권까지 담당하는 

다락방 모임을 설립하여 A교회, B교회보다 더 넓은 지역까지 교세를 확

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도시 중산층 문화와 교회성장 

C교회는 수준 높은 목회와 C교회 특유의 교인 양육 및 훈련에 의

해 부여되는 지위, 그리고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강남 중산층 문화에 

걸맞은 교회로 성장하였다. 

C교회의 c목사는 미국 웨스턴민스터신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한 엘

리트 목회자였다. c목사는 똑같이 미국 신학 박사학위를 가진 A교회 a목

사, B교회 b목사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대표적 설교자로 선정되기도 하였

다.124 c목사의 설교는 성경에 충실한 강해식 설교로 본문의 메시지를 청

                                            
123 한겨례, <3000억짜리 B교회 ‘바벨탑’은 무너지는 걸까요?>, 2018년 1월 12

일. 
124 국민일보, <c목사 설교와 신학 7회 설교 공개강좌 개최>, 2002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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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게 전달하는 데 뛰어나다고 평가된다(박용규, 2012, p330). c목사의 

설교는 막무가내로 믿으라는 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의 삶의 의미를 전달하는 동시에 그리스어 및 본문의 맥락에 대

한 설명과 지적인 설교로 지성인들이 믿음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한다.
125
 

그러나 이후 c목사가 죄, 회개, 순종 등 강남 중산층들에게 부담스러운 

단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음을 고백하면서‘강남스러움’과 타협했다

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26
 이러한 c목사의 설교는 지적이고 논리적인 설

교를 선호하는 강남지역의 중산층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

늘해져버립니다. C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

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들이 좋아하는 말

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7년 7월 8일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설교127) 

 

1985년 새성전 입당 이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A교회와 

B교회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과 직책의 규

모도 적은 편이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직분인 장로 

수도 C교회는 1982년 9명에서 1995년 16명으로 증가하였지만(박용규, 

1998, p192), 50명 이상의 장로 직분이 있는 A교회와 B교회에 비해 적다. 

그러나 C교회는 A교회, B교회와 차별화된 교인 양육 시스템인 ‘제자훈

련’을 통해 교인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제자훈련은 미국에서 시작된 이성주의적 훈련 프로그램으로 감성

                                            
125 크리스천투데이, <c목사 ‘들리는 설교’ 특징>, 2002년 11월 1일. 
126 복음과상황, <이제는 끝내야 할 ‘강남 기독교’>, 2011년 7월. 
127 국민일보, <다시 듣는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대회 c목사의 설교>, 2010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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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지적인 신앙을 기반으로 한다. C교회는 이러한 제자훈련 프로그

램을 주도하고 한국 개신교계에 확산시킨 상징적인 교회이다. 제자훈련

은 ‘만인제사장’ 원리를 토대로 목회자와 평신도 간 위계적이고 수동

적인 구조가 아니라, 목회자와 같은 제사장으로서 평신도가 수평적인 위

치에서 교회사역에 참여하도록 양육하는 시스템이다(박용규, 2012, p240-

241). 한 명의 교역자가 소수정예로 소그룹과 함께 32주 동안 기독교 근

본 교리를 훈련한다(박용규, 1998, p306-312).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거친 

교인들은 C교회의 구역 모임 단위인 다락방을 이끄는 ‘순장’ 직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작은 목사’, ‘동역자’로 불리게 되

었다. 1978년 창립과 함께 시작된 C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사

람들은 2005년까지 총 4,664명이다(이근미, 2005, p85). 이성주의적이며 

‘평신도의 정예화’라는 슬로건 아래 평신도임에도 교회 사역에 주도적

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자훈련은 사회 엘리트층들에게 전문가

적 자긍심을 심어주며 큰 인기를 얻었고, 지식인층 교인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다(김진호, 2020, p64-76).  

 

연도 장로 순장 연도 장로 순장 

1979 -  7 1989 13 339 

1980 -  14 1990 13 483 

1981 -  31 1991 13 469 

1982 9 56 1992 13 508 

1983 9 80 1993 16 638 

1984 9 87 1994 16 691 

1985 9 140 1995 16 704 

1986 9 200 1996 15 780 

1987 9 252 1997 21 1,297 

1988 9 315 1998 21 1,397 

<표 5-16> C교회 장로 및 순장 수 증가 추이128 

                                            
128 박용규(1998,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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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적인 부분에서 C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

였다. 서초동 인근 아파트들이 막 입주하던 시기에는 주일학교에 먼저 

나가는 자녀들을 따라 교회에 출석하는 부모들이 많았다. 따라서 주일학

교 활성화는 강남지역 개발 시기 아파트를 중심으로 교세를 확산시키는 

전략 중 하나였다(C교회, 1994, p41). 1979년 처음 개교한 C교회의 주일

학교는 ‘교사훈련원’을 통해 양육된 교사들과 교회 차원에서 미국으로 

유학 보낸 전임 교역자들을 바탕으로 발달단계에 알맞은 드라마, 역할극, 

창작문, 소그룹 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C교회, 1994, p289-295). 

성인교육에서는 교인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모임 기반 프로그

램을 개설하였다. 성경공부 모임뿐만 아니라 외국어, 결혼준비, 가정생활 

등의 모임을 통해 생활교육과 친교를 나눌 수 있었다. 더불어, 전문 연

구원을 토대로 한 상담 프로그램도 1991년 개설되어 교인들의 삶의 문제

에 대한 상담은 물론 상담사 전문양성과정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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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모임명 평균 인원 

교회 훈련 

교역자 훈련 84 

순장훈련반 987 

교사훈련원 206 

새가족 모임 280 

전도폭발 265 

성경대학 1,190 

단기선교학교 100 

외국어 

일본어 초급 15 

일본어중급 12 

영어성경공부 170 

생활교육 

수화교실 초급 42 

수화교실 고급 14 

결혼준비교실 70 

기타 사회봉사대학 120 

<표 5-17> 1998년 기준 개별 모임 평균 규모129 

예배당의 외형과 시설 면에서 C교회는 타교회들과 차별화되어 있

다.  A교회, B교회와 비교하여 건축과 시설의 장식적인 미는 부족하지만, 

C교회 성전은 지역사회와 주변환경에 어울리고 옆 아파트 단지 주민들

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한국 교회 최초로 지하에 본당, 지상에 시

민 공원을 조성하는 독특한 구조로 건축되었다. 그 위용을 내세우기보다 

소음공해를 차단하고 지역사회에 낭만적이고 정서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서울시에서 1985년 건축상 은상을 수여받았고, 여러 

건축과 교수와 학생들이 견학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받았다(C교회, 

1994, p231-237). 이에 따라 주변 주민들과 교인들에게 큰 지지와 호감을 

얻으며 이목을 끌었고, 성전 입당 전 400여 명이던 주일 출석 교인이 입

당예배에서 1,250명으로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였다.   

2013년에 새로 지은 성전은 동일하게 지하에 예배당을 조성하였지

만 규모 면에서 구성전과 큰 차이를 보인다. C교회의 새성전은 2,278평 

위에 지하 8층~지상 14층, 지하 8층~지상8층 두 개 동 규모의 외형적인 

                                            
129 박용규(1998, p144-145)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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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함을 갖춘 세계 최대의 지하교회로 건축되었다.
130
  

  

<그림 5-10> C교회 구성전(1985~2013)131과 새성전(2013~)132 내부 

C교회는 A교회, B교회와 마찬가지로 지적인 목회자의 설교, 제자

훈련이라는 평신도 정예화와 지위 부여,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강남

지역 교인들을 끌어 모으며 강남 중산층 문화의 장으로 성장했다. 그러

나 창립 초기 개척지의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A교회, B교회보다 

교세 확장이 늦었다. 하지만 이후 가속화된 교인 증가와 주변 부유층의 

교인화로 교회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인 수와 예산 

증가율은 비례관계이지만, C교회는 교인 수보다 예산 증가폭이 훨씬 컸

다. 교인 수가 1980년 250명에서 1998년 13,733명으로 약 45배 성장할 

때, 예산은 3천 9백만 원에서 149억 9천만 원으로 430배 증가했다(박용

규, 1998, p194). 예산의 대부분이 교인들의 헌금을 기반으로 결정되는 

교회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0 조선일보, <세계 최대 지하 예배당, 폭 7m 메우고 다시 짓나?>, 2019년 10월 

26일. 
131 기독일보, <C교회, 35년 강남 예배당서 ‘마지막 특새’>, 2013년 10월 17일. 
132 크리스천투데이, <C교회, 5년 6개월 만에 1일 새 성전 헌당>, 2019년 6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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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 예산 교인당 예산 

1980 39,000,000 82,627 

1981 130,000,000 123,928 

1982 180,000,000 151,643 

1983 247,000,000 138,686 

1984 360,000,000 173,327 

1985 600,000,000 162,866 

1986 850,000,000 178,272 

1987 1,105,000,000 191,874 

1988 1,500,000,000 200,535 

1989 1,950,000,000 245,098 

1990 2,650,000,000 321,914 

1991 3,950,000,000 427,999 

1992 4,800,000,000 454,459 

1993 5,500,000,000 480,391 

1994 7,900,000,000 585,532 

1995 9,300,000,000 711,771 

<표 5-18> C교회 총 예산 및 교인당 예산 증가 추이(단위: 원) 

 

4) 지역공동체 거점과 교회성장 

고급 주택 단지가 조성되면서 부유층들이 많이 거주하게 된 서초

동에서 C교회는 강남지역 개발 중 부재하였던 지역공동체 역할을 하였

다. 1985년 새성전을 건축한 C교회의 교인들은 주변 고급 아파트 환경에 

맞게 대부분 지적 수준이 높은 대졸자로 구성되어 있었고133, 교인 대부

분이 강남 중산층들이었다.134 

강남 중산층들이 모이게 된 C교회에는 A교회, B교회와 마찬가지

로 전문직들의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미술인선교회, 법조인선교회, 생

                                            
133 경향신문, <깊이 있는 훈련 통해 평신도 정예화>, 1986년 2월 21일. 
134 월간조선, <성공 집단 사례 연구 ‘C교회’ c목사의 제자훈련>, 2000년 1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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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윤리선교부, 의료선교회, 교수선교회, 금융인선교회, 일터선교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일터선교회는 전문직들의 네트워킹과 분야별 정보교환

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C교회의 고급 네트워크는 점점 더 강남지역 

파워엘리트들을 끌어들이며, 정계, 학계, 재계, 법조계 등에서 큰 영향력

을 발휘하게 되었다(김진호, 2020, p108-109). B교회가 정계의 인맥 집단 

중 하나가 된 것 같이, C교회도 교세 확장 및 교회 내 활발한 네트워크

와 함께 정계의 인사 요직을 차지하는 한 축이 되었다.
135
  

 

공동체 목적 

미술인선교회 미술인 모임 및 문화 선교 

법조인선교회 법관,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 등 법조인 모임 및 법률 상담 선교 

생명윤리선교부 철학자, 인문사회과학자, 자연과학자 등 전문 직업인 모임 및 연구활동 

의료선교인 의료인 모임 및 의료사역 

교수선교회 교수 모임 및 학원 선교 

금융인선교회 금융업 종사자 모임 및 금융 현장 크리스천 네트워크 형성 

일터선교회 전문직 모임 네트워킹 및 분야별 정보교환 

<표 5-19> C교회 주요 전문직 공동체136  

C교회의 청년층도 고학력 중산층 교인들의 공동체 거점이 되었다. 

일찍이 청년 선교에 힘써온 C교회는 ‘젊은 교회’라는 이미지로 1990

년대 초에 대학부 인원이 1,200명을 넘었다(C교회, 1994, p283). 명문대학

교 출신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C교회 대학부는 훌륭한 신앙인뿐만 아니

라 영향력 있는 사회인 양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1, 2학년은 신앙에 3, 

4학년은 사회진출 훈련에 집중한다. 또한 성공한 선배 교인들을 대학부 

순장으로 임명하여 다양한 직종의 직장인 선배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135 시사저널, <‘C교회’ ‘미경연’, 꼭꼭 숨었던 박근혜 정부 인맥>, 2013년 

3월 18일. 
136 C교회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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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회, 1994, p284-285). 이에 따라 명문대학교 학생들 사이 유능한 선

후배들과의 네트워크가 활발한 C교회는 취업과 결혼을 위해 많은 청년

들이 찾는 교회가 되었다.
137
 

A교회, B교회와 마찬가지로 강남 중상류층들의 지역공동체로 성

장한 C교회에서도 계층적 필터링 현상이 나타났다. C교회의 성장과 함

께 강남지역의 부유층 엘리트교인들이 늘어나면서 파출부, 전세방 노동

자, 소상공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였다(C교회, 1994, p195). 동질적

인 중상류층의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비슷한 사회경제적 수준을 갖춘 교

인들이 점점 증가하자 C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우며 빠르게 성장

할 수 있었다. 

 

 

 

 

 

   

 

 

 

 

 

 

                                            
137 주간경향, <강남에서 가장 물좋은 교회>, 2013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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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도시화는 개신교의 

교세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대규모 

유입과 사회적 불안 및 공동체성 상실이라는 사회적 현상 가운데, 

교회는 이들에게 연대감과 소속의식을 제공하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도시화와 

교회성장의 상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교회들 중 

유독 강남에서 교인 수 1만 명 이상의 초대형교회가 빠르게 성장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며 강남의 도시화 특성과 강남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 간의 상관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된 강남의 개발은 한국의 기존 도시계획과 차별된 특징이 있다. 

강남의 개발은 정부의 강력한 강북 개발억제 정책과 강남 개발촉진 

정책의 병행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허허벌판이었던 강남을 서울을 넘어 

한국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시켰다. 

이러한 강남의 도시화 특징에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정책들을 

토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하고, 쾌적한 생활인프라가 

형성되었으며,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공간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있다. 중산층 친화적인 도시개발로 강남은 중산층 

중심의 공간적 분화가 이루어진 도시공간이 되었다. 중산층이 밀집 

거주하는 신도심으로 성장하며 강남은 주요 종교들의 각축장이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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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개교회주의, 강력한 조직력, 중산층과의 친화성을 바탕으로 

개신교의 교세가 가장 크게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강남의 교회들은 강남개발이 한창이었던 80년대를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강북 도심 주요 교회들의 성장세를 

능가하였다. 교회 사이에서의 밴드웨건 효과, 교인의 수평이동, 

마태효과로 강남의 특정 교회들이 초대형교회로 성장하면서 한국 교회의 

중심지는 강북 도심에서 강남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인 성장연합이론과 

교회성장이론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강남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에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이익, 중산층 이주민들의 동질성 및 수용성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강남개발로 인한 신도시 공간개발, 

도시 중산층 문화, 그리고 교회의 지역공동체 거점 역할은 강남 

대형교회가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강남의 신도시 공간개발로 인해 강남의 대형교회들은 강북 도심의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들과의 경쟁과 포화상태의 도시 환경에서 벗어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및 인구 이동으로 교인 확보가 용이한 

강남에서 넓은 부지를 마련하여 초과 이윤을 축적할 수 있었고, 교통 

시설의 확충으로 타 지역으로까지 교세를 확장했다. 이러한 교회들은 

정관계 및 건설업계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통해 대형성전 건축에 

성공하며 빠르게 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강남개발로 인해 개신교와 친화성을 가진 중산층들이 유입되자, 

엘리트 목회자의 높은 수준의 설교, 다양한 직분과 직책에 기반한 

사회적 지위 부여, 자녀와 성인을 위한 잘 짜인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세련된 중산층 문화가 자리잡은 강남 대형교회로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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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이 모이게 되었다. 도시 중산층 문화의 장이 된 대형교회들은 

이들의 경제력과 헌금을 바탕으로 교회와 연계된 다양한 부속시설 

건축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충당하였다.  

지연 및 혈연과 같은 전통적인 네트워크가 부재하는 신도심으로 

개발된 강남에서 대형교회는 중산층 이주민들에게 마을과 공동체를 

대신하는 지역공동체 거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청장년들은 교회 내의 친교와 소모임을 통해 폐쇄적인 

고급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계층적 필터링에 의해 유명해진 

교회는 신분을 확인하는 장소로서 중산층 교인들을 흡수하며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성장하였다.  

 

교회  

성장요인 
세부 사항 결과 

신도시 

공간개발 

인구 유입 - 잠재적 교인 증가 

- 타 지역으로 교세 확장 

- 토지를 통한 초과 이윤 축적 

- 성장연합 네트워크로 대형성전 건축  

용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 

교통시설 확충 

토지 매입 및 성건 건축 

도시 

중산층 

문화 

중산층 교양주의 목회 문화 - 중산층 교인 확보에 유리 

- 사회적 지위 및 문화 수준 과시의 장 

- 중산층 교인들에 의한 경제력 확대 

사회적 지위 확보 수단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거점 

교인들의 높은 사회경제적 특성 - 사회·문화적 동질감 형성 

- 강남에 부재했던 지역공동체 역할 

- 고급 네트워크에 합류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교세 확장 

- 교인들의 높은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사회적 영향력 확대 

친교 및 소모임 

중상류층 네트워크 형성 

<표 6-1> 강남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요인과 결과 

이러한 강남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요인과 강남개발과의 상관성

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강남의 초대형교회 A, B, C를 대상으로 사

례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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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초대형교회로 진입한 신사

동 A, B교회의 성장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첫

째, 신도시 공간개발 요인으로는 주변 인구 및 아파트 증가로 인한 교인 

확보, 교회 부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 이윤 축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관계와 건설업계의 금전 및 건축 지원을 토대로 초대형교회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둘째, 도시 중산층 문화 요인으로는 지적인 목회 문화와 풍

부한 교회 내 직분 및 지위의 상징성, 자녀와 성인 대상의 체계적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교회의 초고속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거점에서는 교인들의 높은 사회경제적 특성, 동질적인 중상

류층을 바탕으로 한 교회 내 소모임과 연결망이 지역공동체가 부재하였

던 강남의 지역공동체 거점 역할을 하며 교회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였다.  

한편, 서초동 C교회의 경우, 초기 교회 창립 장소에 상대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교통 시설이 부재하였다는 점에서 A, B교회보다 

후발적으로 초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로 

교회를 이전한 뒤 C교회가 A, B교회와 비슷한 성장 과정을 보임으로써 

강남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요인과 각 사례 대상 교회들의 성장요인이 

일맥상통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 강남지역과 동반성장

한 대형교회에 초점을 맞추어 강남의 도시화 과정 및 결과의 창으로서 

그동안 도시계획 측면에서 조명받지 못하였던 교회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의 강남 신도시 공간개발 과정에서 교회

가 성장연합의 보조적인 축으로 대표적인 수혜자가 되었고, 동질적인 중

산층 문화와 폐쇄적인 중상류층 네트워크에 기반한 강남의 특수성 형성

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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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 대형교회 초고속 성장의 도시계획적 함의 

 

강남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은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적 함의를 

지닌다. 먼저, 대형화된 성전이 복합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며 대규모 

도시개발 과정에서 간과된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남의 대형교회는 적극적인 문화사역을 통해 강남의 

부족했던 문화·교육 시설을 보충하며 중산층 문화 형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강남 특유의 재력과 신분 상승을 향한 성공주의 문화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 거점으로서 많은 인구가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대형교회는 주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힘을 갖춘 대형교회가 사회적 행위자로서 도시의 

종교경관과 토지이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첫째, 신도시 공간개발의 결과로 대형성전을 건축한 강남 

대형교회는 예배당 중심으로 운영되던 강북 도심의 교회들과 달리, 

다양하고 현대적인 복합시설을 갖추었고,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국가주도로 하나둘씩 

강남에 설립된 생활편의 시설은 고등학교, 상업·업무 시설 위주였기 

때문에 개발 초기 강남지역에는 유아 교육 시설, 노인 복지 시설, 공연 

시설, 강습 시설,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급증한 이용인구에 비해 

모자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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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시설 수 
이용인원 

(수용인원) 

유아 교육 시설 87 8,997 

노인 복지 시설 133 8,179 

강습 시설 626 33,965 

공연 시설 12 2,801 

도서관 3 - 

<표 6-2> 1985년 강남의 커뮤니티 시설 현황138 

1980년대 초중반에 교육관, 선교관 등 넓은 부지와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대형교회는 이러한 영유아 시설, 노인복지 시설, 

문화·교육 시설, 도서관, 공공시설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넓은 부지와 예배당은 종교 기능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강연장, 공연장, 지역 행사장, 예식장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었다. A교회의 경우, 구청의 요청에 따라 예배당을 민방위 훈련과 

예비군 교육을 위해 개방하였다(A교회, 1994, p232-233). 아름다운 

장식과 세련미로 잘 알려진 B교회의 에배당에서는 1981년부터 

1995년까지 누적 1,031회의 결혼식이 진행되었다(B교회, 2007, p392). 

지하에 예배당을 배치하고 지상에 마당을 조성한 C교회는 교회 부지를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만남을 위한 공공장소로 개방하였고, 지역행사 

장소로도 사용하였다(C교회, 1994, p230). 즉, 대형교회는 대규모 개발 

방식이었던 강남 도시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부대시설들을 제공하며 

소단위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138 강남통계연보(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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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시설 복지 시설 커뮤니티 시설 

유치원,  

문화·교양 

교육,  

노인 대학,  

공연장,  

콘서트홀,  

전시관 

노인 

복지관,  

탁아소,  

상담실 

도서관,  

주차장,  

예식장,  

지역 행사장,  

강연장,  

친교 공간, 

공원 

체육관 

<표 6-3> 1970~90년대 강남 대형교회 주요 부대시설 

둘째, 강남의 대형교회는 구호·복지 중심이었던 기존 강북 도심 

교회들과 달리, 강남의 중산층들을 위한 문화·교육 사역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강남 특유의 세련된 중산층 문화 형성에 

기여하였다. 강북 도심 교회들은 한국 전쟁 이후 사회 혼란기에 

피난민과 상경한 이주민들을 위해 정부 대신 고아원, 미망인 보호시설, 

노인관, 직업소개소 등 구호 및 복지사업을 운영하며 성장하였다(김진호, 

2018, p87-88).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자기계발, 교양,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던 중산층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강남의 

대형교회에서는 구호·복지 사역보다는 문화·교육 사역이 두드러졌다. 

개발 초기에 강남은 대학과 공연장이 부재한 문화·교육 불모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찍이 미국에서 유학한 강남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교회성장을 위해 미국의 문화사역 방식인 교육 프로그램, 음악회, 강연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교회의 대형화로 공간 활용이 용이하였던 

강남 대형교회는 어린이, 노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프로그램, 

세미나, 음악회 등을 위해 공간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훌륭한 음향시설과 넓은 무대 및 좌석, 그리고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와 

성가대를 갖춘 대형교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악회가 열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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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들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139

 이를 통해 대형교회는 

초기 강남의 부족했던 문화·교육 시설을 대신하였고, 중산층 주민들과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강남 중산층 문화 형성에 일조하였다.  

특히, 강남 대형교회는 강남의 지가 급등과 학교 명문화 속에서 

부의 축적과 자녀 입시 등,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강남 

중산층들에게 리더십, 성공, 자기계발과 관련된 개신교 윤리를 제공하며 

성공주의 문화를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이를 통해 강남의 도시화 

과정에서 대형교회는 강남 중산층 특유의 성공을 향한 욕망을 

긍정적으로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연도 A, B, C교회 성공 관련 설교 목록 

1979 승리는 믿음이다 

1980 믿음으로 성공하는 길, 그리스도인의 성장 원리 

1981 능력을 받으라 

1984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 

1985 승리자의 윤리, 행복의 조건 

1986 성공을 향한 지혜, 참피언의 무드 

1987 복 있는 자의 자세, 행복을 창조하는 지혜, 내 가정의 보화를 빛내라 

1988 모든 것을 가진 자, 당신 보물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1989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성공의 과실이 풍성하려면 

1990 열매 맺는 생활의 비결, 재물을 얻는 능을 손에 가지라, 바르고 풍요로운 길로 가려면 

1991 젖과 꿀이 흐르는 삶, 정상에 오르는 사람,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 

1993 결승점에 선 사람, 의인의 형통과 삶, 네 집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삶의 정상을 차지하라 

1994 시련 속에 감춰진 성공의 보화, 풍성한 과실을 맺는 삶 

1995 
기회를 선용하여 승자가 되라, 실패를 모르는 꿈의 실현, 승자의 오늘, 성공의 황금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1996 성도의 경제성장 원리, 풍요로운 인생의 길, 미래를 차지할 사람들, 챔피언이 되는 인생 

1997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도력 I·II·III, 성도의 성공적인 자기 관리, VIP 가 되는 원리 

                                            
139 경향신문, <주말의 문화 캘린터>, 1988년 3월 11일. 

   조선일보, <지구촌한가족 음악회>, 1996년 10월 18일. 

   경향신문, <음악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1998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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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불황을 모르고 결실하는 인생, 보장된 재물관리, 명예로운 크리스천의 성공적인 삶 

1999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주님의 사업 

2000 

달음질을 쉬지 맙시다, 아브라함의 처세술,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생산성이 있는 크리스천, 비전을 성취하는 비결, 그리스도를 닮은 성공적인 지도력,  

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의 자리 

2001 누가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가, 불안이 없는 경제생활의 비결, 성공적인 인생 관리 

2002 영광스러운 기업, 성공적인 재물관리의 비결 

<표 6-4> A, B, C교회 성공 관련 설교 목록 

셋째, 강남의 대형교회는 아파트 거주 환경으로 인해 공공영역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를 토대로 대형교회들은 주변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수많은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대형교회는 

대규모의 안정적인 유동인구가 왕래하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앵커시설이다(Wright, 2017). A교회와 B교회 주변에는 교인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임과 친교의 장소로서 카페와 식당 상권이 형성되었고,
140
  

중상류층 교인들 수준에 맞게 일반적으로 주택가 내부에서는 보기 

어려운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입점해있다.141 새성전을 신축하여 이전한 

C교회 같은 경우, 교회 주변 지역에 일요일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상권이 호황을 맞기도 하였다.142   

마지막으로 초고속 성장의 결과로서 풍부한 자본력을 갖추고, 

유력 인사들이 출석하며, 수많은 교인들로 유권자가 가득한 표밭이 된 

강남 대형교회가 도시계획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배경에는 ‘강남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강남 

대형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 정계에서 ‘강남 크리스천’은 

                                            
140 매일경제, <상권형성 커피전문, 편의점 성업>, 1994년 1월 5일. 
141 한국경제, <땅값만 1300억원…’고소영’ 인맥 논란 중심>, 2013년 1월 18일. 
142 스카이데일리, <초대형 강남부자교회 새 성전에 상권 ‘들썩’>, 2013년 12

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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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지역 기반 기독교 우파를 의미한다(강인철, 2012, p168-169).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주류 개신교계는 반공·반북·친미를 토대로 

보수적 성향을 띄게 되었다(손은실, 2019). 도시화 과정에서 강남이 

개신교 양적 성장의 중심지가 되면서 강남의 대형교회는 대표적인 보수 

정당의 지지 기반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강남의 보수적인 지역성
143
 

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실제로, 강남 초대형교회 출신 ‘장로 

대통령’이 당선된 14대, 17대 대선에서는 강남 대형교회 지도자들과 

파워엘리트 교인들이 교회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보수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144

 이러한 영향력은 대형교회가 사회적 

행위자로서 도시공간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A교회의 경우, 강남에서 축적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요 

개발지였던 1987년 안산, 1993년 상계, 1995년 일산, 1996년 부천과 분당, 

1997년 수지에 지교회를 설립하였다.
145

 도시 개발지에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종교전용부지를 모두 확보하면서 A교회는 개신교 중심의 

신도시 종교경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B교회와 C교회는 교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계획상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B교회가 분당에 설립한 지교회의 

부지는 건축법상 교회설립이 불가능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설립된 2003년부터 8년 동안 제재 없이 교회를 

운영하였다. 이 사실이 공론화되자 성남시는 강제이행금 부과 없이 

                                            
143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강남을 선거구를 제외하면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15대부터 21대까지 모두 보수정당 국회의원이 당선됨.  
144 한겨례, <강남 기도회서 민자지지 호소>, 1992년 3월 19일.  

시사저널, <후보님 믿습니다, 아멘!>, 2007년 12월 3일. 
145 News & Joy, <한국 대형교회 지교회 어디까지 왔나>, 2003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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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를 종교부지로 변경해주었다.
146 

한편, C교회는 2009년에 시작된 서초역 근처 새성전 건축 당시 

공공도로의 지하를 점용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특정 종교의 공공 

재산 사적 사용이라는 논란과 함께 C교회가 당시 교인이었던 서초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관계 인사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쉽게 

공공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특혜 정황이 알려졌다.
147
  

도시계획적 함의로서 강남개발과 동반성장한 대형교회는 

복합커뮤니티 시설 역할을 하며 국가주도의 대규모 도시개발 방식과 

소단위 지역사회의 괴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고, 문화·교육 중심의 

사역으로 강남 특유의 문화·예술, 성공주의를 비롯한 중산층 문화 

형성에 공헌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중심인 앵커시설로서 지역사회 

활성화와 상권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더불어, 초고속 교세 확장과 함께 

‘강남 크리스천’을 토대로 정치적 힘을 지니게 된 대형교회가 그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도시 개발 및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들도 

주목할 만하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은 문헌자료를 통해 강남 교회들의 일반적인 성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강남개발과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 간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회 규모와 성장 

                                            
146 통합기독공보, <c목사 부자, 변칙세습, 변칙용도변경>, 2013년 6월 25일. 
147 News & Joy, <‘불법 건축물’된 3000억짜리 C교회 서초 예배당, 공공도로 

원상회복 위해 허물 위기>, 2019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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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를 보여주는 교회 내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더 다양한 사례의 

교회들을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강남 교회에 대한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이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 나타난다.  

향후, 문헌자료 이외에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토대로 

교회에 대한 다양한 1차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한다면, 도시개발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더 풍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룬 강남 이외에 여의도, 구로, 수도권 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개발 지역에서 성장한 대형교회와 강남의 대형교회 성장을 

비교분석하는 것도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교회의 기능과 도시계획적 

함의를 폭넓게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강남개발과 대형교회 초고속 성장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췄지만, 강남 

대형교회에 의해 형성된 오늘날의 강남 문화 혹은 ‘강남 스타일’ 

도시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보완된다면 교회와 도시화 간 상호작용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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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rotestant churches quickly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in large cities in the process of urbanization, providing a 

sense of belonging for migrants confronted by social instability and 

loss of community. Therefore,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rapid 

growth of megachurches in Korea in terms of urbanization more 

than a religious phenomen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the rapid growth of megachurches b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Gangnam, where megachurches 

having a congregation of 10,000 members or more are closely 

located, in order to find out the value of churches in the context of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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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tical range of this study is Gangnam and Seocho 

area within the period of Gangnam development from the 1970s to 

the mid-1990s to review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Gangnam urbanization. Based on the precedent theories and 

researches about the growth of the city and church, the main 

factors of the rapid growth of megachurches in Gangnam are 

categoriz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Gangnam 

urbanization were the supplement of massive apartment complexes, 

facilities for a decent quality of life,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by the government. As Gangnam grew to be the new center of the 

nation with those characteristics which led to the enormous influx 

of middle-class population, the number and size of churches 

amicable to them expanded in the area. The main factors of the 

rapid growth of megachurches intertwined with the development of 

Gangnam are classified into the spatial development as a new town, 

the middle-class culture, and the center of the local community. 

To ver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Gangnam and the rapid growth of megachurches, the cases of 

Church A, B, and C, which grew to be megachurches in the period of 

Gangnam development, are examin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The result of the case study on those churches shows the 

following. First, Church A, B, and C could increase their 

membership and become influential over other areas because the 

spatial development of Gangnam as a new town resulted in 

population growth, massive apartment complexes, and the 

supplement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Also, those churches, which 

had purchased a large parcel of land early and built edifices for 

service through a network in the church, could accumulate excess 

profits from the surge in land prices in Gangnam. Second,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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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ddle-class culture in Gangnam, Church A, B, and C providing 

sophisticated sermons, social status, and education courses were 

the suitable place where the middle-class show off their social 

status and cultural capital, and it enabled those churches to amass 

wealth by obtaining the middle-class members. Third, Church A, B, 

and C played an important role in Gangnam new town as the center 

of the local community. Those churches could expand their social 

influence, as the church members with high socioeconomic status 

promoted friendly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and people 

attended gatherings in the church more and more to belong to the 

network. 

With regard to the implication on urban planning, the 

megachurches in Gangnam functioned as multi-purpose community 

facilities to meet the needs of dwellers in Gangnam at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Also, they contributed to forming the 

middle-class culture including the pursuit of success and 

invigorated their surrounding areas. Furthermore, it is remarkable 

that they have become main participants in urban planning with their 

influence on society acquired by their rapid growth. 

 

Keywords : development of Gangnam, megachurch, church growth,  

new town, middle-class culture, local community  

Student Number : 2020-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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