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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시대의 화장실

조 의 현(화장실칼럼니스트)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19’의 위세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

다. ‘코로나 19‘(이하 코로나로 표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단순 전염병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

인류에게 새롭고 무서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본 칼럼을 쓰고 있는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

19 확진자 숫자는 7,000,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숫자도 400,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전염병의 한계를 초월하여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 걸쳐 전 세계가 질식 상황에 함몰되

고 만 느낌이다.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그 후의 세계(After Corona)는 그 전

의 세계(Before corona)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예상들을

하고 있다. 화장실 분야도 예외는 아니 이기에, 변화될 AC 시대의 화장실 모습을 조심스럽게

예단해 보고자 한다.

AC(After Corona) 시대에는 화장실도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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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화장실의 모습

프랑스 대 문호 빅토르 위고는 일찍이 ’인간의 역사는 곧 화장실의 역사‘라고 했다. 그만큼

화장실은 인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화장실의 역사만 훌터 보아도 인류의 역사

를 어느 정도는 가름할 수가 있을 정도다.

예를 들어, 전 세계인이 현재 가장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세식 화장실도 따지고 보면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콜레라 등의 창궐로 위생문제가 중시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

로서 발전과 개선을 해 왔다고 하겠다.

어이 되었건, 앞으로 예상되는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의 변화들을 정리해 본다.

손 씻기가 강조되는 만큼, 그동안 약간은 등한시 되었던 세면대의 기능이 강조될 것이다. 면

적, 세면기 숫자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며, 그런 만큼 화장실에서 머무는 시간 또한 길어질

것이다. 비누는 당연히 액체 비누로 모두 전환될 것이고, 수도꼭지 등의 자동 전자 감응 장치

화는 물론 물 절약을 위하여 분사식이 일반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지만 손 세정제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나아가 자동 손 소독기 등도 화장실 주변

에 제공될 것이다. 아울러 손을 씻은 후 손의 물기를 말리는 도구도 현재의 핸드 드라이어보

다는 위생적 측면에서 종이 휴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개인별 손수건 휴대 비율도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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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자동 물 내림 시스템의 소변기가 대종을 이룰 것이며, 소변기와 소변

기 사이의 간격도 1m 이상으로 넓어질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옆으로 튀고 있는 소변 튐

의 방지를 위한 기술도 빠르게 진척이 될 것이다.

대변기 부스에 들어가면 닫혀 있던 변기의 시트 덮개가 자동으로 열려 질 것이며, 용무가 끝

나 자리에서 일어서면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시스템의 변기가 일반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용자가 부스의 문을 나오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내부의 소독과 청소가 자동으로 이루어

지는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다. 즉 손을 대지 않고 이루어지는 기능들이 일반화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출입문의 자동 여닫이(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자동인식으로 열리고 닫히는)가 가능할 것이고,

변기에 앉아서 용무를 끝낸 후 자리에서 일어나면 자동으로 물이 내려갈 것이며, 비상호출

등도 자동 음성인식장치로 터치 없이 가능해질 것이다.

화장실(공중)의 출입문이 없어지거나, 가림막의 등장이 많아지고, 설령 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 개폐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다.

위생이 강조되면서 청소 등의 유지관리 개념이 더욱 중시되고, 청소 후에는 반드시 약품 처

리에 의한 소독 등이 동반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기준도 좀 더

구체화 되어야 하고, 소독에 관한 규정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 차제에 유지관리의 기본 매뉴

얼도 완비시키고, 유지관리자들을 위한 교육도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위생에 대한 개념이 중시되면서 위생이 중시되고, 기능적으로는 비

접촉(untact)을 위한 기술들이 개발될 것이며, 화장실의 기능 또한 단순 대소변의 처리장소에

서 손을 씻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 등의 기능,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장실(化粧室)‘, 또는 ’해

우소(解憂所)‘, 영문 표기로 보자면 ’Restroom’이나 ‘Comfort station’의 기능 장소로 확대·전

환될 것이다. 여행이나, 외출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인의 화장실에 대한 필요와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현재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들도 상황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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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집에 머물면서 스케치해본 것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They too shall pass), 그러나 …

미국과 유럽 등 세계의 다수 국가가 아직도 코로나 열풍에 시달리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분

명 이 역풍 역시 인류의 지혜로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과 역사

적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는 단순 흔적의 스토리(story)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

고 굳게 다짐할 수 있는 교훈적인 히스토리(history)로 정리를 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화장실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발 빠른 대처로 자기 분야에서의 가능한 전망과

작전을 남보다 먼저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화장실(특히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분

들께서는 계속 위생 중심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작업 매뉴얼의 정비와 담당자 교육 등

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인 우리모두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좀 더 깨끗이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2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