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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과 인생

조 의 현(화장실칼럼니스트)

베르나르 베르베르(Bernard Werber)의 ‘웃음’이라는 책에는 각종 재미있고 위트 넘치는 이

야기들이 많이 소개된다. 예를 들자면 ‘좋은 변호사는 법을 잘 알고, 아주 좋은 변호사는 판사

를 잘 안다.’ 라던가, ‘장님 나라에서는 외눈박이가 왕이다.’라는 등의 이야기 말이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런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웃음 속에서 정곡을 찌르는 화장실 관련 소화

(笑話)도 소개된다. ‘2세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세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세 때에는 친구들이 있는 게 자랑거리, 18세 때에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자랑거

리, 20세 때에는 섹스를 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35세 때에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 그

러다가 다시 나이가 더 들게 되면 다시 거꾸로 50세 때에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세 때

에는 섹스를 할 수 있는 게, 70세 때에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80세 때에는 이가 남

아 있는 게, 85세 때에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라는 것으로, ’다리우스 위즈니악의 스

탠드 업 코미디 : 사랑할 땐 언제나 청춘’편의 대사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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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일생

산뜻한 파우더 룸 귀여운 어린이 코너

비슷한 이야기는 ’화장실의 역사(야콥 블르메)에서도 유사하게 기술되고 있다. ‘사람은 나면

서부터 제일 먼저 기저귀, 간이변기, 차츰 자라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나이가 들어 늙어

가면서 요강이나 침대용 변기 등을 사용하다 기저귀 등 다시 먼저 단계로 되돌아가게 된다

‘고. 그러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은 화장실과 더불어 지내다 간다.‘ 라고 갈파를 하고 있

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역사는 곧 화장실의 역사‘라는 유명한 대

사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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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일생은 각자에 따라 다 각기 조금씩 다르겠지만, 간추려 음미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국 ’똥오줌 가리는 것을 배워 자랑하다 그게 안 되면 결국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먹으면 싸게 되는 인생의 기본구조는 고금동서는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 방법 또한 같은 구조 속에서 편리성을 찾아 조금씩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갈 뿐일 것이다. 결국 인생의 기본은 같고, 그런 의미에서 만민은 평등하다는 원리도 진부

한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 번 강조가 되는 셈이다.

민주화에도 기여한 화장실

화장실의 발전과정을 보면, 원시인들은 자연 속에서 자유스럽게 배변을 하였다. 그러다가 생

활의 필요로 화장실이 탄생 되었다. 처음에는 큰 불편이 없었으나, 악취·전염병 등이 창궐하

면서 위생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진 구미를 중심으로 화장실의 위

생 화, 즉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야콥 블르메는 그의 저서(화장실의 역사)에서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으로 비로써 배설행위에

서 모든 인간의 평등이 실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빈부에 따른 후각의 장벽이 해소되었음

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세계의 역사를 보아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수세식

변기 발명의 선구자였던 영국이 산업화는 물론 민주화에도 일찍 유럽대륙을 앞섰고, 뒤를 이

어 수세식 화장실 대중화에 앞장섰던 미국 역시 민주화는 물론 경제·군사대국으로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전연 우연만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일찍 화장실문화 선진화에 노력한 결과,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많

지만, 세계에서도 가장 깨끗한 화장실문화를 누리는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민주화는 물

론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 내외에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화장실의 발전은 산업화의 촉진과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화에도 기여를 했다는 주

장에 큰 오류가 없다는 생각이다.

인생은 좀 고결해질 필요가 있어

이렇듯, 화장실의 의미와 역할은 인류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보

다는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편안한 일상이 되다 보니 우리가 그

러한 것들을 간과해버리는 경향이 크다고 하겠다.

한 번 더 강조하거니와, 우리나라의 화장실문화 수준은 가히 세계 최상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걸맞는 이용자의 이용문화 수준은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지저분하게 사용함은 물론 물·휴지 등의 자원낭비와 질서의식 등에서 많은 문제

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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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분한 부스 내부 휴지가 낭비되는 모습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화장실은 한 인간의 일생에서는 물론 한 국가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과도 크게 관계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각종 에티켓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우리집에서 지키고 있는 화장실 예절이 공중화장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짐은 물론 수준 높은 문화시민으로써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빠른 첩경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 이용에 있어 좀 더 고결해질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의미이다. (2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