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urvey Report on the Parish Moving Project to the Renehan property; the Parishioners of

the Baltimore Holy Korean Martyrs (Sep 9, 2019)

성당이전에관한볼티모어한인천주교회 2019년 9 월교우여론조사결과보고서

Summary: Per the direction of His Excellency, Archbishop William Lori, a poll on the parish moving

project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 to September 15, 2019. All of the active parishioners18-years

or older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a survey to determine: 1) the parishioner's opinion to move to the

Renehan Property, and 2) the level of financial support the parishioner would be willing to offer the

parish for the building project. Three hundred sixty-five out of a total of 375 surveys (average of

September mass attendance 437) were considered valid, with ten surveys voided. Results indicated that

the parish moving project is favored by 291 surveys (79.7%) while 74 (20.3%) of the responders prefer to

stay at Woodlawn campus. Regardless of supporting the project or not, 310 responders expressed that

they plan to contribute $1,186,250 for the building project. Since the survey results confirmed that the

majority of parishioners support the project, we propose to resume the master plan and the appraisal

which has been held off.

요약:대주교님의지시로볼티모어한인천주교회에등록된 18세이상의모든열심교우를

대상으로여론조사를 2019 년 9 월 1일부터 2019 년 9 월 15일까지실시하였다. 전체 375개의

(9월중평균미사참석 437 명) 콤퓨터혹은종이설문지를받았으며그중에무효판정을받은

10개를제외한총 365개의설문을분석하였다. Renehan땅으로이전하는것에 291명 (79.7%)의

교우가찬성하였고,현재의 Woodlawn 에남아서고치면서살기를선호하는교우가 74명 (20.3%)

였다. 모금운동이시작된다면 310 명의교우가총 $1,186,250를헌금할의향이있음을밝혔다.

이에교우대다수가이전을선호하는것으로확인되었으므로중단되었던성당이전을위한마스터

플랜과가격감정을재개하기를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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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ir of the Building Committee, Joseph Yi 건축위원장이병용요셉 Sep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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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ed by: Pastor Joseph Kim 주임신부김용효요셉 Sep. 19, 2019

This report is approved. It is ready to submit to His Excellency and to circulate to the Parishioner.

이보고서를승인합니다.교구장께보고하는것과 교우들에게회람하는것을허락합니다.



1. 여론조사배경및과정

2019 년 6월,사목회는 Renehan 땅에대한Master Plan 을실시하기로의결하였고

주임신부는이계획을승인하였다. 교구와협의한후, Quin Evans 건축회사와마스터플랜계약을

맺는날짜를 7월 24 일로정하였다. 이와함께현재 Woodlawn 성당건물에대한가격감정도함께

실시하기로하였다. 그러나대주교께서는 7월 23 일전화연락과 8월 1일편지를통해서이

일정을잠정중단하고교우들의의사를묻는여론조사를먼저실시할것을지시하였다. 18세

이상의 모든교우에게의사를묻되,성당을 Renehan땅으로이사가는것에관한의견과이사를

가는것과상관없이얼마만큼의헌금을할수있는지를묻도록하는내용의지시였다.

이에대주교님의지시에따라우리지역의 Vicar 이셨던 Brennan주교, 대교구건축관련

책임자 Nolan McCoy,주임신부,건축위원장,이사등이수차례의회의를통해설문을작성하였고,

Brennan 주교께서 8 월 6 일설문내용을최종승인하였다. (첨부 1) 콤퓨터와종이설문을위해서

프로그램을작성하는데 3주,교우들이설문참여명부를확인하는데 1-2 주,설문에 2 주등모두 6-

7 주가예상되었고,예상대로 9 월 1 일에설문참여명부확인에이어, 9월 8 일 -9 월 15일에

본격적인설문조사가진행되었다.

2.여론조사방법및분석내용

-여론조사설문항목

설문항목은위에서언급한대로 Brennan주교님의지도아래작성되었으며 Brennan 주교께서

자세히살피고수정할것을지시하는절차를거친후에최종적인승인을받았다. 질문은

2 가지로써 1)성당이전에관한교우각자의의견, 2) 헌금가능한액수등을묻는것이었다.

-설문참여명부작성

설문참여는본당에교적이등록된 18 세이상의모든열심교우가대상이되도록하였으며, 편의상

본당의헌금봉투등우편물이정기적으로배달되고있는 343가정의모든구성원이열심교우라고

가정하였다. 8월 31 일 -9월 1일미사참여전교우들에게 명부확인작업을거쳤으며,여기에

포함되지아니한교우들은사무실에서교적을작성하였다.그이후에설문조사과정을거치면서

교적이없거나열심교우명단에없는교우들에게는연락을하여교적을작성하게하였다.

-여론조사방법원칙



여론조사원칙은등록된교우가다음의방법으로제출한것을유효한것으로인정하였다.

1)미사전후에본인이직접봉사자에게전달한것,

2)봉사자앞에서콤퓨터로입력한것,

3)조사기간중봉사자중 1 인에게직접전달한것,

4)본당사무실에본인이직접들고온것,

5)우편을통해서전달한것도본인이확인된것은인정하였다.

이중에는주소가등록되지아니한설문지가있었는데본인에게확인하고,교적을등록한

경우에는유효한것으로인정하였다.

주소를쓰지않아서알수없거나, 1 번질문에답이없거나,중복해서제출한것등은무효로

하였도,한사람이여러장을제출할때는본인것만유효한것으로하였다.

-여론조사실시및봉사자

여론조사봉사자는건축위원과그이외의자원봉사자로하였다. 모든자원봉사자는봉사시작

이전에 여론조사방법규정을제공하였고,이에필요한교육을실시한후서명을하게하였다.

봉사자의역할은여론조사의수집,수집된설문의입력,입력후 여론조사용지갯수및내용확인

등의역할을하였다.

-입력절차

입력은미사가끝날때마다실시하였고,주중에우편이나사무실로전달한것은토요특전미사

직후에특전미사입력할때실시하였다. 입력은모두가음악방에모여서실시하였다.한개의입력

터미날에 3 명이 1조가되어입력하였고, 최대 4개의터미날을동시이용하여입력하였다. 3명의

봉사자는갑,을, 병으로역할을나누어서갑이한일을을이모든과정에서확인하도록하여

실수가생길수있는가능성을막도록하였다. 입력은 3단계에걸쳐이루어졌으며,용지확인,

이름및주소확인,설문내용입력확인등의단계로이루어졌다. 갑과을이이견이있을때병이

함께의견을나누어문제를해결하였다.모든설문지는입력에참여한모든봉사자가 서명을

하여서향후추적필요성이있을때를대비하게하였다.

-입력완료및사후검증



9 월 15일오후 2시이전에접수된것만을입력하고그이후에접수된것은무효처리하기로

하였다. 입력완료후에 20개의설문지를무작위로추출하여입력결과의정확성을확인하였다.

3.여론조사결과

-봉사자

봉사자는모두 19명으로건축위원중 4 명, Timonium 소공동체교우, 성모회,청년회원등이

수고하였다. 이봉사자들에게모두관리규정을제공하였고,관리규정에관해서명을받았다.

-설문참여자

설문에는모두 375 명이참여하였고,이중 4명은본인이직접콤퓨터에입력하였고, 나머지

371 명은종이로응답하였다.미사전후에제출한사람은 342명이고,사무실혹은봉사자에게

제출한사람은 33명이었다.

전체 375 장중에서 10표가무효로처리되었으며그사유로는중복제출 1,대리제출 2,미등록

교우 5, 의견란빈칸 1, 마감후제출 1장등이었다. 최종적으로 365장이분석에사용되었다.

일부입력과정에서갑과을의이견이있었으나대부분설문응답자의이름이대상자명부에

없어서생긴일이었고,이런경우는사무장이현장에서교적대장을확인하거나혹은해당

교우에게물어서교적을등록시키게함으로써문제를해결하였다.입력에사용한 365장중임의로

추출한 20장의내용을입력결과와비교하였다.검증결과분석을시작할수없는문제가발견되지

않았으므로분석을시작하였다.



- 1번질문에대한응답결과 (이사를가는것에대한찬성과반대)

전체유효설문숫자 365장중에 291명이성당을 Renehan 으로이전하는것에찬성, 74 명이성전

개보수선호의사를표시하였다. (표 1) 이를백분율로환산하면각각 79.7%와 20.3%에해당한다.

여성이남성보다이전찬성의경향이더높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그림 1)

표 1. 건축지역선호도,전체및성별

(Table 1. Numbers by Polling Counts, All and per gender)

Yea to Move

이전 찬성

Renovation

성전 개보수 Total 계

All Participants

전체 교우 291 74 365
Female Participants

여성교우 169 37 206
Male Participants

남성교우 113 32 145
Gender Unknown

성별미상 9 5 14

Fig. 1전체,성별찬성반대백분율, Percentage distributions (All and per Gender)



연령별분포역시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지않다. 20대와 30대의참가가

각그룹별로 20 명이하이므로이그룹을합산하여계산하였다.찬성반대를비교할때 4-50대에서

찬성이약간줄어드는경향이있는것을알수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약간줄어든

숫자조차도 75% 에이르르록있어서전체의 ¾에해당하는절대다수를차지한고있다. 통계적으로

볼때,전연령층에서골고루,남성과여성,연령에상관없이 80%의교우가 Renehan땅으로

이전하는것에동의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표 2. 연령별찬성반대숫자

(Table 2. Numbers by Polling Counts, per Age)

Yea to Move

이전 찬성

Renovation

성전 개보수 Total 계

18-29 17 2 19

30-39 8 4 12

40-49 24 8 32

50-59 51 17 68

60-69 71 13 84

70-79 65 16 81

80 or Over 28 4 32

Age Unknown 27 10 37

표 3. 연령별찬성반대백분율

(Table 3. Percentage per Age)

Yea to Move %

이전찬성 %

Renovation %

성전 개보수 %

18-39 80.6 19.4
40-49 75.0 25.0
50-59 75.0 25.0
60-69 84.5 15.5
70-79 80.2 19.8
80 or Over 87.5 12.5
Age Unknown 73.0 27.0



그림 2. 연령별선호도

(Fig 2. Numbers by Polling Counts, per Age)

설문참가자의거주지역분포에따르는이사에대한선호도는그림 3 과같다.노란색은찬성,

빨간색은반대를표시하고있다. 찬성반대가교구내전지역에골고루분포되어있는것을알수

있으나정량적평가는하지아니하였다.

그림 3.각그룹의거주지별분포. Fig 3. Distributions of the residences of each group.



- 2 번질문에대한응답결과 (헌금계획에대한응답)

질문 2번을빈칸으로남겨놓은응답자는전혀헌금을하지않겠다고답한사람으로계산하였다.

이는미사공지사항을통해교우들에게공지되었다. 헌금은전체참가자 365 명중에서 312 명이

액수의다소에상관없이헌금을하겠다는의사를밝혔고, 53명은의사가없다고답하였다.

응답자의 70%가 $5,000 혹은그이하를계획하고있었고 6%의응답자가 $10,000이상

기여하겠다고답하였다. (표 4) 총액은표 5 에서와같이 $1,186,250이예상되며반대그룹에비해

찬성그룹의교우는평균적으로두배의액수를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표 4. 헌금계획 Contribution Plan

표 5. 연령별헌금계획 Contribution Plan per Age

Total Amount 총액

All Paricipants 전교우 $1,186,250

Yea Group 찬성그룹 $1,086,250
Renovation Group

개보수그룹 $100,000

18-29 63750

30-39 28750

40-49 132500

50-59 286250

60-69 300000

70-79 195000

80 or Over 68750

Age Unknown 111250

No Contribution

헌금계획 없음 <$2,500
$2,500 -
$5,000

$5,000 -
$10,000

$10,000-
$15,000

$15,000-
$20,000 >$20,000

All Participants

전체교우 53 147 107 37 16 2 4
Yea Group

찬성그룹 21 120 93 35 16 2 4
Renovation Group

개보수 그룹 32 26 14 2 0 0 0
Representative
Value for
Calculation ($)

계산에 사용한값 0 1250 3750 7500 12500 17500 22500



4.논의

9 월 3주간의주일미사평균참석교우는 437 명이었다. 이숫자는 17 세이전의교우를

포함하고있다. 무효표를제외하고분석에사용된 365 명만을계산해도주일미사참석교우의

83.5%가 여론조사에참여한것이다. 17세이전의교우가몇명이나미사에참석했는지에대한

통계가없어서정확한비율을알수는없지만미사참석 18 세이상성인교우의대부분이참여한

것은확실하다할수있다.

성당이전계획은교우들에게약 80%의전폭적인지지를받고있었다. 이는연령,성별,

거주지역에관계없이절대다수의지지를골고루받고있기에사업을진행하는것에대한

정당성을확보했다할수있다. 다만,여론조사준비과정에서제기되었던일부교우들의우려를

향후계획을추진하면서더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우려는크게 4 가지이었다. 하나는사업

승인과정의불확실성과그에따르는문제점검토의필요성이고두번째는현재성당의건물

가치와건축가의불확실성,세번째는본당의우선순위가건축으로설정됨으로써그이외똑같이

중요한사업들이등한시되지않을까하는점,마지막으로본당내에있는노인아파트교우들에

대한배려등이었다. 첫번과둘째우려는어차피사업을진행하면서신중하게진행해야할

부분으로향후대주교께서검토할사업계획,하워드카운티의조닝변경절차,특히주민공청회

등의과제의결과가어떻게되느냐에따라일의진행이바뀔수있다. 이에대해서는건축위에서

더면밀하게일을진행하고교우들과더많은의사소통을해나갈필요가있다. 더구나이번의

여론조사는정식마스터플랜과건물값감정이없는상황에서추산한것이기에최종결과에

따라서사업계획이달라질수있다는점이변수로작용할수있다. 세번째우려사항은건축위의

소임은아니지만,사목회등평신도지도부가주임신부의지도아래본당본연의목적을잃지않게

노력을계속해야할일로생각이된다. 네번째는노령화되어가는교우들에대한배려라는

측면에서이전작업이시작될때부터셔틀의운영등적극적인편의제공을통해어르신들의신앙

활동에지장이없도록계획을서둘러세울필요가있다.

이번설문조사를통해특기할것은설문조사과정에서 13가정이자신의교적이없는것을

알고 자발적으로등록하였으며,냉담하고있던 4가정이교회로돌아왔다는점이다. 물론,이

효과를바라고설문조사를한것은아니지만,앞으로도성당건축사업을진행하면서새로운

교우와냉담교우들이돌아오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



5.결론

성당이전계획은 18 세이상열심교우들로부터연령,성별,거주지역에관계없이골고루지지를

받고있다. 따라서 7 월 24일로예정되었다가중단한Master Plan kick Off meeting 과현재성당의

감정평가작업을계속할수있도록승인해주기를건의한다.

첨부

1. Brennan주교께서승인한여론조사문항



첨부 1. Brennan 주교께서승인한여론조사문항 (Survey Questionnaires approved by Bishop

Brennan)

영어판설문지 (English Version)

Dear beloved Parishioner,

This survey is to collect opinions of the HKMC Parishioners onmoving to the 38-Ac Renehan property in

Howard County or on staying at the current Woodlawn campus.

Having a decent church for our Holy KoreanMartyrs Parish has been a long desire of our parishioners since the

conception of our Parish,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 the Baltimore Area 1972 and the approval of the

Parish 1988. Several attempts have been tried since then, including 1993 building committee; 1997 moving to

Woodlawn campus; 2007 building committee; 2014 Remodeling committee and 2014 building committee.

Efforts of 2007 committee received the building project approval from the Parish Council followed by the

approval from then Cardinal in the year of 2010, however, the plan did not go through since the not-favorable

economic environment. Again, the Parish Council re-approved the new building plan which constructs 17,000

sq ft new building at current campus.

Oct 6 2015, this plan has been brought to His Excellency Archbishop William Lori, who inspired us the vision to

move our Parish to Howard County, center of the Korean population. Indeed, the missions of our Parish is to

proclaim the Gospel to Koreans reside in the AOB region and nurture their Eucharistic living. When His

Excellency suggested on moving, not only myself but also our parish leaders in the meeting were shocked from

unexpected but enlightening call. What His Excellency offers was the words from Luke,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Since then, we searched land for 3 years until His Excellency directed us to design a plan to build a new church

on the Renehan property, which is also in Howard County. As it is pointed out by the experts who are

members of our Building Committee, it is such an incomparable opportunity, I believe, for us to move our

Parish there. There are 4 distinct advantages to move;

1) Better opportunity to proclaim the good news to the non-believing Korean population since we are

with them in the center of the Korean population;

2) Better serve to Parishioners for same reason as above,

3) More interaction opportunities with tepid members,

4) More attractive to young generations since we are new and conveniently located.

On the other hand, this plan has a risk of uncertainty in getting a construction approval from the Howard

County government; if we fail to get the construction approval, we’ll lose the opportunity to move to the

Renehan Property.

We have two options to choose; to move to the Renehan property (Option 1) or to stay here at

Woodlawn Campus (Option 2) with significant renovation.

Option 1 is estimated to require $6M - $6.5M for the initial phase for 19,000 sqft which allows us ~400-pew

church and classes. Then we can add more spaces, later. Considering savings (over $3.5M) and the estimated

price of the current campus (~$2.5M) we can build our new homewith similar amount of budget which we

have now for the initial phase. As the project moves, we need raise campaign or loan.



Option 2 does not require initial phase campaign since the remodelling has been estimated to be $3.5M -

$4.0M. Considering many problems of the buildings of Woodlawn campus, more than major revision is

required per the study of the Remodeling Committee 2014. We may need to raise similar amount of

campaign/loan when we need to expand our spaces in the future.

As a summary, the Option 1 promises more, while the Option 2 has less risk than the Option 1.

Considering the information provided here, I request your honest opinion on these two options, which will

affect our future significantly.

Thank you.

Bonded in the Christ, Pastor Fr. Joseph Kim

Address:

Name: Christian Name:

Questions

1. Do you support the moving project, Option 1?

a. Yes, I want to move to the Renehan Property to practice our mission at the center of the

Korean population

b. No. I prefer the Option 2, to stay here at the Woodlawn Campus and to renovate our

home to attract more Korean people.

2. Regardless of the options you choose, how much can you contribute for the Parish in responding

to the fund raising campaign in the near future?

a. Less than $10 /week for 5 years (Total less than $2500)

b. $10- $20 /week for 5 years (Total $2500 - $ 5000)

c. $20- $40 /week for 5 years (Total $5000 - $ 10,000)

d. $40- $60 /week for 5 years (Total $10,000 - $ 15,000)

e. $60- $80 /week for 5 years (Total $15,000 - $ 20,000)

f. More than $80 /week for 5 years (Total more than $20,000)



한국어판설문지 (Korean Version)

+ 사랑하는교형자매여러분,

하워드카운티의 38 Ac Renehan 땅으로우리본당이이사갈것인지,지금의Woodlawn 에남아있을것인지

교우들의의견을묻기위하여여론조사를실시합니다.

멋진교회에서신앙생활을하고자하는우리의 마음은,우리 본당이 1972 년에 출범하고 1988년에본당으로승격한

이래로품어왔던오랜숙원입니다.그간여러차례성당 건립에대한시도가있었습니다. 1993년의성당건립위원회를

시작으로 1997 년지금있는 Woodlawn 지역으로의 이사, 2007년 건축위원회, 2014 년리모델링 위원회,같은해

건축위원회가구성되어활동해왔습니다. 2010 당시교구장으로부터건축 승인을받기도하였습니다.그러나 경기

불황의여파로 이계획을계속추진하지못했습니다. 2015년 사목평의회는 17,000 평방피트의새성당건물을현

교육관을헐고 신축하기로결정하고교구장님께달려갔습니다.

2015 년 10월 6일 대교구장윌리엄로리대주교께 우리의계획을보고드릴때,대주교께서는한인의중심

지역인하워드 카운티로본당을이전하는것이 어떤가고물어보셨습니다.우리본당의사명이볼티모어대교구내

거주하는한인들에게복음을 선포하고그들로하여금성사생활을누리도록하는것입니다.대주교님의제안은 저

뿐아니라함께 했던 사목회임원 모두에게생각하지못했던일깨움의충격을주었습니다.대주교님의방향제시는

루까복음의말씀처럼,깊은 곳으로가서그물을던지라 하는것과다를바 없었습니다.

그이후로우리 건축위훤회는 3년간성당부지를열심히찾아다녔지만성과가 없자,결국대주교께서는

교구청소유인 하워드카운티소재Renehan땅에성당건립 계획을만들어서갖고 오라고지시하셨습니다.이 곳으로

이사가는것은,건축위원회위원 한분이지적한것처럼,비교할수없이좋은기회라하는데 동의합니다.그중에특히

다음네가지중요한 잇점을이사함으로써누릴 수있습니다.

1) 한인거주중심지로 이사가는것이기에한인들에게더효과있게복음을선포할수있습니다.

2)같은이유로 지금 본당교우들이더 나은신앙생활을 할수있습니다.

3)쉬는교우들에게 더욱가까이다가갈수 있습니다.

4)편리하게위치함으로써젊은세대에게더잘 다가갈수있습니다.

이제모든준비가끝났습니다.대주교님께서는 우리가마음만정하면즉시 새성당을신축하도록

허락하시겠다고약속하셨습니다.교우여러분들께서는다음의두 개의옵션중에어느쪽을더선호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됩니다.제 1안은 Renehan 땅으로신축이전하는것이고,제 2안은이사가지않고 현재 Woodlawn

땅에새성전신축혹은리모델링하며 사는것입니다.

경제적으로보면,제 1안은초기 건축비로 $6백만- $6 백 5십만 정도를들여서 400 여석의성당과교실등을

갖는 19,000평방피트의건축을하는 것입니다.추후새성당에살면서성당의성장을보아가며필요한건물을 추가로

공사하면총공사비가늘어날것으로예상합니다. 현재 우리는현금 $350 만불과 Woodlawn 성당 매각금

$250 만불(추정)을 합하면 $600 만불을지니고 있습니다.제 2안은리모델링규모에따라비용이 $350만불 -

$400 만불을예상합니다.신축하게되면더많은비용이듭니다. 2014 년리모델링위원회의연구조사에따르면

대대적인리모델링이필요한 것으로나오고결국제 1안과비숫한비용이 들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경제적인면에서전체적으로 요약을한다면,제 1안은제 2안보다도공사하는데모험성이크다고볼 수

있지만,더 많은가능성을얻어누릴수있습니다.위에제시한정보를고려하시어교형여러분의진솔한의견을듣고

싶습니다.이설문이우리의미래를바꿀것이라고생각합니다.

2019 년 8 월 27일



볼티모어한인 순교자천주교회주임신부 김용효요셉

설문서

이름:________________ 세례명 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문 1: 교구청에서제공한새로운부지에 성당을지어이사가기를원합니까?

( ) 네, 저는 새성전,우리한인이많이밀집되있는Renehan 부지로

이사해서 신앙생활하기를원합니다.

( ) 아니오,저는 이곳 Woodlawn캠퍼스에남아 성전 개보수를하며

살기를원합니다.

설문 2: 이사가서새성전을짓거나,남아서 성전을보수하거나,성전을위한모금

운동이실시된다면귀하는어느정도기여할능력이 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지금 약정하는것이아닙니다)

( ) 1주에 $10이하, 5년간봉헌. (총 $2,500 이하)

( ) 1주에 $10에서 $20 정도, 5년간봉헌.(총 $2,500- $5,000)

( ) 1주에 $20에서 $40 정도, 5년간봉헌.(총 $5,000-$10,000)

( ) 1주에 $40에서 $60 정도, 5년간봉헌.(총 $10,000-$15,000)

( ) 1주에 $60에서 $80 정도, 5년간봉헌.(총$15,000- $20,000)

( ) 1주에 $80이상, 5년간봉헌. (총 $20,000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