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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화장실

조 의 현(화장실칼럼니스트)

필자 주 : 본 원고는 지난 1월 태국을 다녀온 후에 바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그동안 ‘코로나 19‘ 사태의 발생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원고를 먼저 발표하게 됨에 따라 게재가 늦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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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조금씩,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느낌

필자는 현직에서 은퇴 후, 더위와 추위도 피할 겸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 차례씩 동남아국가

를 다녀오는데, 금년에는 지난 1월 보름 간에 걸쳐 태국에서 생활을 하였다. 다행히 1-2월과

7-8월은 한국에서의 화장실 업무도 비교적 한가한 기간이어서 이번에도 마음 놓고 여행과

운동 등을 하면서 나름 유익한 시간을 만들고 귀국하였다.

매년 접하는 그 지역의 화장실이지만, 볼 때마다 조금씩, 그리고 업종에 따른 차이가 좁아지

면서 상향 평준화되고 있음을 금년에도 느낄 수 있었다. 각종 설비는 물론 유지관리와 이용

자의 이용 예절도 서서히 수준이 향상되고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자 한다.

공항의 화장실 A 공항의 화장실 B

먼저 공항 화장실의 경우를 본다. 어느 나라나 공항 특히 국제공항의 화장실은 그 나라 화장

실 가운데 최첨단수준을 유지하고 있듯이, 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유지관리자들의 손

길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화장실을 알리는 픽토그램도 눈에 잘 띄고 있었다.

일반 음식점의 화장실도 전체적으로 시설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었다. 좁으면 좁은 대로 공간

을 잘 활용하고 있었고, 휴지 등도 과거보다는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었으며, 세면대 시설의

중요성도 인식이 되어 거울과 비누 등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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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화장실 A 음식점의 화장실 B

리조트 및 운동시설(골프장)의 화장실도 과거보다는 월등히 개선되고 있었다. 신축한 화장실

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과거의 것은 아직도 시설이 열악하고 수도공급이 부실

한 곳, 휴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곳 등이 많았다.

리조트 시설 내의 화장실 골프장 내의 화장실

각종 캠페인 등도 전개 중

공항 화장실이나 비교적 큰 화장실에서는 화장실 이용을 깨끗이 하자는 ‘클린운동’을 비롯하

여, 수자원 절약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었으며, 유지관리 점검표를 계시해 놓은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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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운동 스티커 수자원 절약 스티커

특히 이번 여행 중 재미있게 눈에 띈 것은 화장실 남녀를 표시하는 이색적인 픽토그램이었다.

지방도시 시내에 위치한 한 베트남 식당의 화장실은 픽토그램도 베트남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으며(아래 사진 위쪽), 어느 운동시설 내 화장실은 색깔이 다른 같은 모양의 꽃 모양으로

남녀를 구분하고 있기도 하였다.

베트남 식당 화장실 픽토그램

골프장 내 화장실 (남자화장실) 골프장 내 화장실 (여자화장실)



역시 화장실문화는 홀로 발전할 수가 없음을

수년 전, 필자는 ‘화장실 문화운동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하여는 최소한 그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최소 10.000불(US)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발표한 적이 있다. 세계

화장실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등에서도 외국 화장실 전문가들로부터 ‘한국 화장실문

화 발전의 동인(動因’을 묻는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전문적인 내용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국민소득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조언을 해 오고

있다.

이번 태국여행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태국의 1인

당 국민소득은 아직 6.000불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화장실문화운동 동참에 적극

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소득 수준이 좀 더 올라가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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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관련 포스터 열심히 자료를 찾고 있는 필자

그러던 중, 지방 국내공항 대합실에서 우연하게 불상과 관련된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세계적

으로도 앞서가는 불교국가이기에 불교에 대한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깊이 인식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혹 불교계에서 앞장서 화장실 문화운동을 함께 전개하면 보다 큰 국민 성원

을 조금은 더 빨리 그리고 널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 보았다.(2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