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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심사와 같이한 인생 후반기 20여 년

매년 9월이면 필자는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 응모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을 찾아 2박 3일 예정으로 3회 정도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고는 한다. 제6회 때부터 참여를 했

으니 어느새 16년이 경과 하였다. 물론 199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된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행사인 한국관광공사주최 ‘전국 공중화장실 BEST 5 ·WORST 5’ 선정부터 시작하면 그 햇

수가 무려 22년에 이른다. (참고로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던 행사는 6회까지 계속되다가 한

국화장실협회로 화장실 업무가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렇듯, 필자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선정 행사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인연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세월이 변하여 본 행사의 최고 품격인 1등 상은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되는

(2015년부터) 경사가 있었는가 하면, 처음 이 제도를 만들어 본 행사를 주관하던 ‘문화시민운

동 중앙협의회’는 안타깝게도 2018년 자진 폐업을 하게 되어 지금은 ‘화장실문화 시민연대’

가 주관을 하여 전과 같이 행정안전부·조선일보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장실문화의 발전과 족적을 같이 해온 행사이기에 본 행사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매년 참여를 하고 있다. 그동안 본 행사에 응모를 신청했던 화장실 숫자만

해도 무려 2.552소에 이르고, 대상 21곳을 비롯하여 수상을 한 화장실 도 532개소에 이르고

있다. 2008년에는 당시 9회까지 진행하면서 상을 받은 화장실을 찾아 전국을 순회하며 자료

를 모아 ‘아름다운 한국의 화장실’이라는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제 1회 대상 수원 반딧불이 화장실 제 10회 대상 남양주 피아노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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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분이 다 그렇겠지만,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하는 작업도, 참여해 보면 해볼수록 계속

미궁으로 빠지게 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의욕으로 참여의 시작이

되었지만, 연륜이 쌓이면서 응모 화장실의 수준도 높아지고, 이용자의 바라는 욕구 또한 계속

고차원(?)이 되면서 심사를 책임진 한 사람으로서 더욱 그 책임감과 위기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심정이라 하겠다. 거기에 더하여 전연 필요 없는 사회적 변화의 돌발변

수, 예를 들자면 화장실에서의 ‘묻지마 살인사건’, ‘불법 카메라 설치’ 등으로, 안식의 쉼터로

활용되어야 할 화장실이 마치 범죄의 소굴로 변하고 있는 듯한 사회변화에 경악을 금하지 않

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장실의 선정기준도 초기에는 보기에 깨끗하고 편리하기만 해도 충분했다

고 할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공포되면서, 최소한 법

률의 적합성 등이 주요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물과 전기 등 자원 절약부문은 물론 폐

수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파괴를 방지하는 환경보호 및 환경과의 조화, 장애인 등 화장실 이

용 약자를 위한 보호시설 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위에서 예시한 묻지 마

살인사건과 불법 카메라 설치 등이 만연되면서 이러한 부분의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더욱

근래에 들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등으로 위생은 물론 비접촉 시설의 확대 등 이 분

야에서도 계속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파고들수록 오묘해지는 아름다움의 속내(?)

제 21회(2020년)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 신문기사

제 20회 시상식에서 심사평을 하고 있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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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성악설이 맞는 것인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사전에서 확인하면,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곱다’ 라던가 ‘감

탄을 느끼게 하거나 감동을 줄 만큼 훌륭하고 갸륵하다’라고 되었다. ‘아름답다’라는 의미 자

체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상당히 추상적인 함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깊

이 들어가 보면, 앞에서 예시한 많은 조건들을 모두 해결하면서, 이용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리고 나아가 감동을 주는 상위개념으로 판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인간의 본성을 맹자(孟子)는 성선설로, 순자(荀子)

는 성악설로 주장을 했는데, 어렸을 적 생각으로는 성선설이 부동의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보자면 성악설이 정설이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말이다. 지루한

장마, 계속되는 열대야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심술을 부리는 한여름의 오후라 오만가지 잡

생각이 나는지도 모르겠다.

어찌 되었던, 금년에도 예외 없이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행사는 시작이 되었다.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관계자분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치면서, 한국의 화장실문화를 한 단계 격상

시킨다는 자부심으로, 큰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원해 본다.(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