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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8일 인터넷   
  판에서 미국의 대표적 치킨 패스트푸  
  드회사인 칙필레(Chick-fil-A) 창립자  
  트루엣 캐시(Truett Cathy) 회장의 사망 

소식을 소개하며 기사 제목을 다음과 같이 썼다. “왜 칙필레는 일요일마
다 문을 닫는가?”(Why is Chick-fil-A closed Sundays?) 신문은 이 제목 아래
에 소제목으로 캐시 회장의 답을 달았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증언’(It’s a silent witness to the Lord)이다’.      
   패스트푸드점 연 매출액의 약 14%가 일요일 장사에서 나온다고 하
는데 칙필레는 1946년 창립된 후 지금까지 일요일이면 문을 계속 닫아
왔다. 그럼에도 칙필레는 창립 후 지난 2013년까지 47년 동안 연 매출
액이 매년 증가, 2013년 기준 워싱턴 DC를 비롯, 40개주에 1800개의 
지점을 두고 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에는 한 점포당 매출액에서 패스트푸드 업계의 거인인 ‘맥도날
드’를 제쳤다. 칙필레는 한 점포당 연 매출액 평균이 270만 달러였는데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맥도날드는 240만 달러였다. 2010년 맥도날드가 
미 전국적으로 47개의 신규 점포를 늘릴 때 칙필레는 57개를 확대했다.
 
   사람들은 칙필레가 주일에 문을 닫고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
는지 궁금해 하고, 경영대학원 연구대상이다. 칙필레가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지난 2014년 9월 8일 93세로 타개한 고(故) 트루엣 캐시 회장의 
결정 때문이다. 트루엣 회장은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
는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
록 하는 방법”이라며 자신이 내린 최고의 사업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 가면 칙필레는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밝
혔다. 이런 까닭에 그는 용기 있는 기독교 사업가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기독교인의 신앙
을 지킨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종업원들이 일요일마다 점포 문
을 닫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 이익을 내느냐가 대다수 사업 결정들을 
좌우하는 문화에서 이것은 빛나는 본보기”라고도 했다. 
   베스트셀러 ‘God is my CEO'의 저자 래리 줄리안은 트루엣 회장이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세상 압박에도 그는 자신의 신
앙을 따르는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지니스 세계에서는 일요일
에 문을 닫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트루엣 회장은 그날은 주일이
라고 주장했다고 평했다. 트루엣 회장은 이처럼 성경적 원칙에 따라 사
업을 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칭송되고 있는 것이다. 
   칙필레는 회사의 목적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
는 청기지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칙필레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
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동패에 새겨 회사 입구에 세워두
고 있다. 트루엣 회장은 “나는 기독교와 좋은 사업이 충돌하는 것을 보
지 못했다. 사람들은 사업과 기독교를 섞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
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칙필레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



라’는 마태복음 7:12 말씀대로 손님을 대접하고 ‘1마일 가자고 하면 2마
일을 더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로 칙필레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항상 상냥하게 웃는 종업원들의 친절에 
감동을 받는다. 늘 청결한 식당에는 테이블마다 생화가 놓여있고 종업원
들은 수시로 다가와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묻는다. 여성고객들이 테이블에 
앉을 때 의자를 빼주고 애완동물을 위해 치킨 조각을 주기도 한다. 
   유력한 식당평가회사인 자갓(Zagat)은 몇 년 전 칙필레를 최고의 패스
트푸드 기업으로 선정했다. 칙필레는 음식, 시설, 서비스 등 11개 분야에
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서비스는 단연 1위였다. 트루엣 회장이 
밝힌 사업성공의 5가지 비결 역시 성경의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 정성과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해라. 
  2) 직원들이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충성효과를 만들라. 
  3) 최대의 친절로 손님을 잃지 말라 
  4) 이익보다 원칙과 사람을 우선해라, 
  5) 주일에는 점포 문을 닫아라.
 
   트루엣 회장은 이렇게 번 돈을 사회에 환원, 직원들 학업지원에 지금
까지 3200만 달러를 사용했고, 1984년 청소년들을 위한 Win Shape 재
단을 설립해 매년 18,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여름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2003년에는 조지아 롬에 위치한 베리 대학에 Win Shape 휴식센터를 설
립해 이혼 직전의 부부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트루엣 회장은 “나는 바른 순서 안에서 우선순위를 지켰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죽은 후 그
의 웹사이트(www.truettcathy.com)에는 ‘A good name..’이라고 쓰여 있다. 
그가 초등학교 때부터 붙들었던 잠언 22:1의 말이다. “A good name is 
rather to be chosen than great riches, and loving favor rather than 
silver and gold.(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많은 미국 기독교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미국 내 75대 부자로 트루엣 회장의 65억 달러 자산을 기억하기보다 성
경의 원칙을 용기 있게 지킨 기독교인이었다며 칙필레가 계속 주일에 문
을 닫기를 바라고  있다.(*) 출처 /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