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지역에서 재건축 연한에 들

어서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이 필

요한 200세대(1만㎡) 이상 공동주

택이 36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20년이 경과하

여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

택은 36개소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재건축 안전

진단을 신청했던 공동주택은 도남

주공연립을 비롯 노형국민연립 고

려대지연립 이도주공1단지 이도주

공2단지 제원아파트 염광아파트

등 7개소다.

이중 도남주공연립 노형국민연

립 고려대지연립은 안전진단을 완

료했고, 이도주공1단지 이도주공2

단지 제원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염광아파트는 안전진단 불

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용두암1차 현대아파트

가 최근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

진단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제주지역 공

동주택 중 8번째 신청이다. 252세

대 규모의 용두암1차 현대아파트는

1991년 2월 준공됐다.

이번 안전진단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노후 공동주택 증가로 재건

축사업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토지주들의 신청으로 추진

된다. 용두암1차현대아파트 입주민

35명이 재건축 의사를 밝혀 2월 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

정할 계획이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금리와 물가 상승을 전망하는 도민

들의 심리지수가 역대 최고수준으

로 치솟았다. 반면 대출규제와 금

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작년 상승추

세가 이어졌던 주택가격에 대한 심

리는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7일 발표

한 1월중 제주지역 소비자동향조

사 결과 에 따르면 도내 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1월 중 소비자심

리지수(CCSI)는 104.7로 전월 대

비 1.3포인트(p) 하락했다. CCSI는

6개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

표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1

년 12월)를 기준값(100)으로 해 이

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

관적임을 의미한다.

도내 CCSI는 코로나19 발생 직

후인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

지 연속 14개월 기준값을 밑돌다 4

월(102.3) 반등 후엔 감염병이 확

산되는 상황에서도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줄곧 100 이상을

지키고 있다.

도민들은 최근 상승세인 금리와

물가지수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

는데 무게를 실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월 139로

전달보다 3p 상승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부의 초저금리 기조로 2019년 6월

부터 2021년 2월까지 줄곧 100을

밑돌았던 지수는 2021년 3월

(111)부터 상승세가 지속돼 같은해

12월(136) 역대 최고치에 이어 한

달만에 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4로

전월보다 7p 하락하며 석달 연속

떨어졌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2020년 후반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

작해 2021년 8월(132)에는 2015년

5월(132)과 같은 역대 최고치를 기

록했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고점이

라는 인식과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규제로 추가상승을 기대하는 심리

가 가라앉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남자들은 명절날 집에서 쉬고 있

고 여자들은 음식 준비 등 계속해

서 일을 하고, 요즘은 같이 하는 추

세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어르신들

은 아직도 남자가 뭘 하느냐 고

이야기하시죠. 조금 더 노력이 필

요합니다. 심화정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장은 차별에서 폭력

이 발생한다 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

를 보면 최근 3년간 명절 연휴에

하루 평균 13.9건의 가정폭력 신고

가 접수돼 평시 대비 30% 가량 급

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제주에서 여성긴급전

화를 이용한 10명 중 7명은 가정폭

력 때문에 전화를 건 것으로 집계

돼 우리 주변에 만연한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심 센터장은 몇 년 전만 해도

명절이 지나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 며 최근엔 조

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 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가 시작된 건 성평등

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가 아닐까

싶다 며 머리는 바뀌었지만 몸은

아직 덜 바뀐 것 같다. 여성폭력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고 덧붙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가정

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위험에 처한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걸어 구조와 보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

되고 있다.

064-1366 으로 전화를 걸면 피

해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긴급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필요시 경

찰 등 유관기관과 즉시 구조에 나

선다. 또 피해자의 욕구가 무엇인

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전문 상담소, 행정기관, 복지기관

등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는 주변의 관심도 필수다.

심 센터장은 장애를 가진 어머

니와 딸이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을 당해왔는데, 하루는

딸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폭행을

의심한 직원들의 기지로 즉시 1366

센터로 연결돼 피해자 모녀를 구조

할 수 있었다 며 유관기관과의 네

트워크의 힘이었다. 현재 경찰 등

17개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데 앞으

로 더 많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

축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은 일회성 사건이 아닌

장기간 반복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엔 가정을 지켜야 한다

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기도 한다.

심 센터장은 아이 때문에 참는

다고 말씀하실 때 정말 안타깝다.

가정폭력은 엄마만 피해자가 아니

라 자녀들도 큰 충격에 노출된 또

다른 피해자다 라며 피해를 알리

고 도움을 요청해 아이를 폭력에서

분리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

다 라고 강조했다. 김도영기자

사 회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5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제 주

성 산

고 산

서귀포

제주는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5℃, 낮 최고기온은 6~10℃로 전망

된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

되면서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

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

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3/6℃

모레 구름 많음 4/6℃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감기지수

높음

자외선지수

보통

30%

20%

20%

20%

30%

20%

30%

20%

전 통 시 장 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 덕 오 일 장 1, 6
고 성 오 일 장 4, 9

전통시장 갑시다!!

전 통 시 장 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 산 오 일 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 선 오 일 장 2, 7
대 정 오 일 장 1, 6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28일 금요일 음 12월 26일 (3물)

해뜸 07:33
해짐 18:01

달뜸 03:27
달짐 13:41

물때
만조 07:51

19:13
간조 00:47

14:05

■ 설 특집 / 심화정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장의 조언

건강한 명절 위해 함께 노력해야

심화정 센터장은 명절을 준비하는데 남성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도영기자

설 앞둬 열린 오일시장 27일 설을 앞두고 열린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 제수용품을 구입

하려는 많은 인파가 찾아 북적였다. 강희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