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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역 대상의 
블루오션!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생각해보십시오. 이제 정답을 말해볼까요? 네 정답은 청

소년?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새

내기 엄마들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들의 스

마트폰 문제가 심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지

만 아이를 키우는 새내기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가장 많

이 사용합니다. 1주일에 37시간이나 사용할 정도로 31
시간을 사용하는 청소년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사용통

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낳은 여자들

이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낳으

면서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취미활동도 하지 못

하고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어 집에만 있게 되는 현

실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불러오게 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사회와 고립되어 있는 

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멀리 있어도 홀로 있

이길주 CSI Bridge 대표

C.S.I (Christian Sociaty 

Information)칼럼은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여 

함께 생각하고, 교육지도자

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앞으로 미래교회와 교육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와 

통찰을 주는 코너이다.

C.S.I 칼럼
스마트폰 사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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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배움을 가능하게 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회와 연결되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

습니다. 

아이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대상에 아이엄마들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중요성을 충분히 말해줍니다. 이 

부분은 정체되어 있는 교회전도 대상에 블루오션이 될수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전도행사에 수천만 원씩을 쏟아붇지만 정착하는 비율은 거

의 절망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운 인식으로 이들을 향해 접

근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을 쌓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이 엄마들은 설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아실에 가두어(?) 두

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

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새로운 핵심층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역의 방향을 이들을 향해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현

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 엄마의 경우, 상황이 명확하고 필요가 확실하

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 받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일반인들

은 직장생활에 여러가지 사회 활동과 여가 생활에 바빠 복음이 제대로 전달

되기 힘든데, 아이 엄마들의 경우 관심을 필요로하고 그들에게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제공해주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

면 그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의미있는 사역이 될 것입

니다. 교회에서는 아이엄마들을 위한 성경공부와 문화강좌, 상담 프로그램

을 운영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훈련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미 신앙을 가진 아이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성경교육에 제대로 훈

련된 사역자가 필요하고, 믿지 않는 아이엄마에게는 연결고리로 필요한 문

화사역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대상에 아이 엄마들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중요성을 충분히 말해줍니다. 이 부분은 정체되어 

있는 교회전도 대상에 블루오션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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