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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화장실 수준

필자의 칼럼에서도 수차례 반복이 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화장실문화 수준은 세계적으

로 보아도 최상급이다. 금년에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개최가 불가능하지만, 매년 개최되

는 ’세계 화장실협회(WTA)’ 연차 총회를 통하여 만나는 외국 대표단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유럽을 다녀보아도 화장실의

깨끗함은 물론, 찾기도 쉽고 더욱 모든 곳의 화장실을 공짜로 이용이 가능한 나라는 우리나

라 외에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에 신청한 화장실을 찾아 금년에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매년 놀랍

게 발전하는 모습, 특히 지역적으로는 물론 각 분야별로도 격차가 줄어들면서 조금씩 높은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화장실 업무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못

흐뭇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WTA 참석자들과 화장실을 둘러보고 있다.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를 하고 있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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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이 중요한 이유

이제 새삼스럽게 화장실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필자에게는 물론 독자들에

게도 시간 낭비만 초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쉽게 보더라도 화장실은 개인은 물론, 가정, 집단,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이 마음에 들어

(깨끗하여) 유명해진 음식점 이야기, 화장실 관리가 지저분한 회사에는 절대 투자를 하지 말

라는 일본 증권전문가의 명언,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국으로

남아있는 국가는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 그만큼 화장실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최근 학교 화장실 관리 개선을 위한 조그만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도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해준다. ‘학교 화장실은 전체 시설 면적의 5%에 불과하나, 전체 오염의 20%

를, 그리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전체 관련 고객 불만 사항의 80%를 차지한다.’라는 것이

다. 외형적인 부분은 작지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다는 것이다.

아직도 2%가 부족한 청소도구 보관 공간

그런데, 일반 공중화장실은 물론,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에 응모한 화장실을 점검하면

서 느끼는 공통사항 가운데 하나는 ‘청소도구 보관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부재’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화장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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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완비가 되었는데, 이용자들이 직접

볼 수 없는 청소도구 보관 공간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청소도구

보관 공간이 별도로 없는 곳, 있어도 너무 협소한 곳이 대부분이고, 일정 공간을 확보한 곳도

청소도구들이 제대로 정리정돈 되어 있는 화장실은 찾기가 무척 힘든 것이 현실이다.

청소도구함과 관계없이(없어도) 화장실만 깨끗하면 될 것 아니냐는 현장 관리자들의 항변도

가끔 듣고는 있지만, 제대로 구비된 청소 도구로 청소를 하는 것, 그리고 일정하게 정리정돈

이 잘 되어 있는 청소도구 보관 공간을 확보 하고 있는 화장실의 유지관리는 그런 만큼 능률

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화장실의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청소도구 구비와 정리정돈을 주장하

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일본의 공중화장

실은 어는 곳을 가 보아도 청소도구 보관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리정돈이 얄

밉도록 잘 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의 관리인들은 필기도구(수첩과 연필)를 항상 지참하고 있

어, 청소 등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고장 사항 등을 기록하여 청소 후 보고를 한다.

일본 공중화장실의 청소도구 보관공간(A, B)

20년 이상 여러 기관이 주최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를 하면서, 시상식에서 심사평을 통

하여 이야기했던 내용 2가지를 소개한다.

그 하나, 좀 오래된 이야기로 ‘88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던 시기, 서울 시내 아름다운 음식점

화장실 콘테스트 시상식 때의 이야기이다. ‘(중략) 음식 맛이 좋기로 소문난 음식점의 화장실

이 모두 깨끗하고 우수하게 관리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화장실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 음식

점의 음식 맛은 어느 곳이고 좋았다. (하략)’

또 하나,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전국규모의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때의 심사평 일부다.

‘(중략)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아 전국을 헤매다 보면 늘 시간에 쫓기게 되는데, 이런 때 개인

적으로 용변을 보게 되거나 전화통화라도 하게 되는 경우 시간은 더욱 촉박해지는데, 넓은

화장실을 자세히 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도구 보관 공간만‘ 보아도, 전체적인 평가에

큰 오류는 없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하략).’. ‘청소도구 보관 공간’의 마련과 정리정돈

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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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수분이 2%만 부족하게 되어도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2%가 100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 몸에 치명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화장실

도 마찬가지다. 더욱 문화가 발달하고, 요즘처럼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계

속되는 상황에서는 화장실의 깨끗함과 위생적인 청소 관리가 더욱 중요시된다. 이를 위해서

라도 청소도구 보관 공간의 확보와 정리 정돈은 더욱 강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욕심 같지만(일부 화장실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기도 함), 규모가 큰 공중화장실에서는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공간도 마련이 되면 금상첨화(錦上添

花)라 하겠다.(20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