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전략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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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커피전문점은 <이디야커피>다.
2014년말에는 점포수가 1400개를 넘어섰다. 그리고 커피
가격이 가장 저렴한 커피전문점은 어디일까? 브랜드 커피
중 <이디야커피>가 가장 싸다. 기존 브랜드 커피와 비교해
서 30~40% 더 싸다. 10년 전에는 눈에도 띄지 않았던 <이
디야커피>가 성공한 비결중 하나로 꼽는 것이 ‘벤치마킹’
이다.
<이디야커피>는 점포를 낼 때 기본적으로 <스타벅스>가
들어서는 곳 주변에 내는 전략을 펼쳤다고 한다. <스타벅
스>는 점포 하나를 낼때 다양한 분석과 꽤 까다로운 조건
을 만족한 곳에만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스타벅
스>가 자리를 잡은 곳은 그야말로 대박인 곳이다. 다른 커
피 전문점들은 <스타벅스>가 들어왔으니 들어가기를 포기
했는데 <이디야커피>는 오히려 그 옆에 자리를 선택해서
들어갔다.
<스타벅스>에 사람이 밀려 있을때 <스타벅스>보다 커피
가격이 더 저렴한 <이디아커피>를 찾아올 수 있게 한 전략
은 성공했다. 사람들은 커피 가격이 싸지만 기존 브랜드 커
피와 비교할때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디야커피>를 선
택했다. 그 덕분에 <이디야커피>는 매장 폐점율이 1% 밖에
안되는 경이로운 기록과 함께 계속 성장 중에 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한다. 망하지 않으려면 흥하는 곳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좀 심하게 말해서 침몰중이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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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학교는 머지않아 절반에서도 한참 밑바닥을 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그 결과는 앞으로 20년 후 한국교회
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
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더욱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교회와 사회가 더욱 분리되고 서로 안으로만 뭉
치는 현상이다.
필자는 교회가 사회속으로 더 파고들어 가길 바란다.
사회가 교회를 멸시하고 욕한다고 해서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하고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를 멀리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의 마지막 지상명령과는 상관없이 ‘우리들만의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 뿐이다.
『한국교회 미래지도』를 쓴 최윤식 박사는 앞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한국교회가 철
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그동안 우리가 경
험해왔던 수준에서의 변화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삶의 개념 자체가 변한다. 로봇
이 등장하고 물질의 가치가 바뀌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영생의 개념도 바뀌게
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메시지가 오늘 현대 사회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
고 있는 것처럼, 머지 않아 지금 기독교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
하는 시대가 온다.
우리는 지금도 현대 과학이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아니
터부시 하고 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가상공간에서
의 삶이 실재처럼 다가오는 과학시대에 한국교회가 여기에 참된 구원과 영생 그리고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최윤식 박사는 미래사회에서는 교회 안팎에서 심각한 윤리적 논쟁이 있을 것이라
예견했는데, 이런 현상에 교회가 대처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신앙이 아닌, 그저 예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사조 정도로 박물관에서만
보길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을 해
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문턱까지 오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복음을 손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히 살펴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과 문화 예술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대에 뒤쳐질 수는 있으나, 시
대 속에서 잊혀져서는 안 된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 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시대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할 분이시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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