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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렸을	  적,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는	  가혹한	  방법으로	  인해,	  나는	  항상	  
식은땀이	  나곤	  했다.	  목사님은	  예배의	  서두에	  방문자를	  일으켜	  세워	  그들이	  주목받도록	  하셨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색했다.	  그러나	  곧	  안내자가	  달려와	  모든	  방문자들에게	  교회	  팸플릿이	  
붙어있는	  전자레인지용	  팝콘	  봉지를	  하나씩	  안겨줬다.	  방문자들이	  일어선	  채로	  기다리는	  동안,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	  것을	  여러분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어색함”과	   “여기서	  
나가게	  해줘”가	  만나는	  지점이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었던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그	  
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었다.	  	  

방문자들이	  혼자	  너무	  눈에	  띈다거나	  불편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이건	  진정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방문자들이	  정말	  환영받는	  
기분이	  들도록	  하기보다,	  회중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	  예배	  중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넬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아무도	  난처하게	  하지	  말라.	  새로운	  사람들이	  회중	  가운데	  섞여	  있기	  원한다면	  그렇게	  
두라.	  그들이	  여러분의	  교회의	  정문을	  뚫고	  들어오기까지,	  충분히	  많은	  장벽들이	  그들	  앞에	  있다.	  
그들을	   호명하거나	   불편하게	   해서	   그들이	   겁내하던	   것을	   실현시키지	   말라.	   예배	   도중에	  
환영하는	  것은	  항상	  시선을	  끌게	  마련이다.	  강단에	  있는	  사람이	  예배	  중에	  열렬하게	  인사하는	  
것은	  매	  예배	  때마다	  필요한	  것이다.	  맞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매우	  일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새로	  온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다.	  진정성	  있는	  인사는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수반된	  것이어야	  한다.	  당신은	  한	  교회로써	  누구인가?	  당신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방문자에게	  목소리를	  높여	  말해야	  하는	  것이며,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이다.	  	  

다음	  스텝을	  명확하게	  정리하라.	  물론	  여러분은	  새로	  온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	  원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상	  그럴	  수	  없을	  수	  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언제,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알려주라.	  여러분은	  예배	  후에	  문	  옆에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	  부서가	  있는가?	  곧	  
다가오는	  새신자	  환영회가	  있는가?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인가?	  어떤	  절차라도,	  
명확하게	  해두라.	  	  

여러분은	  그들의	  모든	  정보를	  당장	  필요로	  하진	  않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개인	  
정보를	  받게	  된다면,	  그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알려라.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주소를	   받는다면,	   그	   사람	   집에	   방문할	   것인가?	   실제	   이것은	   내가	   방문했던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다음	  날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도	  놀랐다.	  그	  후로	  나는	  교회에	  처음	  
방문	  시,	  주소를	  알려주는	  것을	  꺼려한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아마도	  이메일	  주소면	  충분할	  것이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나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차후에	  그들이	  교회에	  더	  참여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필요한	  더	  많은	  정보들을	  받을	  수	  있다.	  솔직히	  새신자	  방문	  카드에서	  적으라고	  하는	  
것만큼	  많은	  정보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장벽을	  만들지	  말라.	  	  

성도들에게	  방문자에게	  다가가는	  바른	  방법을	  가르치라.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작은	  열쇠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가	  봐요?”와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Max라고	  해요.”는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거부감이	  드는	  반면,	  두	  번째	  방법은	  편안한	  
대화로	  이끈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사람이	  방문자에게	  몰리지	  말라.	  우리	  중	  대다수는	  규모가	  작은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도	   이	   같은	   상황에서	   불편했던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압도하지	   말고	  
환영하는	  것이다.	  Here’s	  the	  key:	  be	  welcoming	  but	  not	  overwhel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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