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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석면 없는 조용한 방 찾습니다.
작성일 2022.07.01 00:10 등록자 정현수 조회수 181

010ㅡ5710ㅡ0800 여기로 문자 바람.
보증금 : 300만원 이하
월세 : 17만원 이하
관리비 : 전기, 수도, 인터넷만 허용. 나머지는 불가.

1층 짜리 개별 건물. 단, 토지로부터 30cm 이상 이격된 건물바닥 필요.
(침수, 산사태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더 높게.)

안방과 주방/화장실을 '개별 건물'로 구성할 것.
다시 말해서, 물을 사용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개별 건물로 구성하여 '거리두기' 할 것.

겨울철 최저 허용온도 : 영하 1℃
여름철 최고 허용온도 : 영상 28℃
연중 상대습도 : 60% 이하

강진, 장흥 (읍,면 무관 모두) 가능하나,
주변에 악취, 소음원 없을 것.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와 멀리 떨어질 것.

안방 건물, 주방/화장실 건물 합. 실평수 6평 이상 15평 이내일 것.
1인 가구, 안방 건물은 최소 1평 이상.
주방/화장실 건물은 정해진 평수는 없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 평수 이상.

곰팡이, 석면 외에. 바퀴벌레, 고양이 문제가 없을 것.

======================================================================================

위 내용에 대한 근거.

1인 가구 : 요즘 애들 중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추구한다.
아것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면서, 조금 더 요구하려는 것이다.

보증금 300만원 :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최고 금액.

월세 17만원 : 월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액 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

관리비 : 현재 사용중인 건물은 관리비가 따로 없고,
전기, 수도, 인터넷 비용을 개인이 부담한다. = 관리비로 허용 가능한 범위.
다른 것들은 불필요하다.

1층 짜리 개별 건물 : 관리하기에 편한 작은 건물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토지로부터 30cm 이상 이격 :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어느 정도는 차단해야 한다.
차단을 못 하면 벽에 곰팡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중인 건물이 그렇다.

침수, 산사태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더 높게 : 당초 계획에도 있는 부분이지만,
침수, 산사태 조심하라고 맨날 문자질하니까 더더욱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개별 건물로 구성하여 '거리두기' : 물 쓰는 장소를 격리. 습기 유입을 막을 의도다.
더불어 수도관 동파 시고 시, 수도관이 없는 건물 쪽은 신경 안써도 될 것이다.

현재, 곰팡이 포자 문제 완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곰팡이 벽면에 (+ 바닥 일부 포함)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어느 정도 차단.
바닥에 컴퓨터 부품 쿨러를 설치해서 에어 서큘레이터 대용으로 사용함.
음이온 공기청정기 가동. (이 부분은 석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목적도 있음.)

알뜰시장알뜰시장(아나바다운동아나바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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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공기청정기 가동. (이 부분은 석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목적도 있음.)
가시광선 (자외선 아님, 가시광선 범위 중 파장 짧은 쪽.) 살균등.

최저 허용온도 : 특정 셀프 스토리지 업체를 참고하였다. 6℃ 낮음.
최고 허용온도 : 역시, 특정 셀프 스토리지 업체를 참고하였다. 3℃ 높음.

※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가?' 라는 말이 나올까봐, 이에 대해서 몇 줄 적어본다.
실내온도 영하 1℃는 약과다. 차라리 포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실내온도 영하 15℃ 근처 까지 내려가면 그야말로 개막장 헬조선이기 때문이다.
어느 다큐멘터리든 군대 혹한기 텐트든 헬서울역 노숙자든 간에 예외없이.
영하 25℃ 까지 내려가는 지역에서 비닐하우스와 텐트만으로 산다는 자연인도,
텐트 내부 온도가 영하 몇 ℃ 까지 내려가는 지는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쪽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연중 상대습도 : 이것 역시, 특정 셀프 스토리지 업체를 참고하였다. 5% 높음.
참고로, 현재 사용중인 건물은 상대습도 최고치가 74%로 관측되었다.

이 요소들은 모두 한 업체에서 보장하는 부분이다.
여기 셀프 스토리지 업체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온도 : 계절에 따라 5℃ ~ 25℃
습도 : 55% 이하
이렇다고 한다.

강진, 장흥 (읍,면 무관 모두) 가능 : 이제, 초소형 창고를 활용한 다른 읍으로의
확장 계획은 '포기'한 상태다. 강진, 장흥 아무 읍,면이든 무관하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평수를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면'만 가능할 듯.

주변에 악취, 소음원 없을 것 : 악취가 발생하면 소음으로 대응하고
소음원 역시 소음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 이쪽에서도 민폐를 시전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악취, 소음원이 없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와 멀리 떨어질 것 : 평소에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던 부분.
안방과 주방/화장실을 개별 건물로 분리 시키려는 의도가 곰팡이 문제도 있지만
주방에서 24시간 가동되는 가전제품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화재 발생 시 안방 까지 확산 방지.
산불 조심하라는 문자질도 맨날 하니까, 이것과도 어느 정도는 떨어져야 한다.

건물 합. 실평수 6평 이상 15평 이내 : 9평에서 자취를 3년 넘게 해봤는데,
6평은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평수이고. 15평은 감당 가능한 최대 평수이다.
당초에는 최소 4평으로 예상했으나,
자취 조금 해보니까 좁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5배로 상향했다.

지금 껏 혼자의 (가사도우미 등 남의 도움 없이) 힘으로 어설프게나마 자취를 
해왔지만, 15평 넘는 순간 아무 것도 못 할 것이다. 가사도우미 불러야 함.
그렇다고 가사도우미를 부른다면 1인 가구의 정의에도 어긋날 것이다.
그리고 2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장담 못 한다.
인원과 평수 모두 일정 이내여야 감당이 가능하다.

안방 건물은 최소 1평 이상 : 잠을 자는 공간은 1평급 이상으로 요구하는데,
0평급 초소형 시설물에서 숙박은 사람새끼가 할 짓이 아니기 때문이다.

1평 조차도 안되는 고시원, 쪽방촌. 그리고 군대 내무반, 노숙자 보호소 등...
냉정하게 말하자면 닭장, 돼지우리나 다름없는 것들이다.
기존에 초소형 창고를 활용한 확장 계획에서 조차도,
0평급 창고에서 숙박은 불가능하다고 정의하였다.
칸막이 있는 1평급 창고에서 숙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지만
저것들은 닭새끼, 돼지새끼나 다름이 없다고 본다.

헬조선을 지옥 같이 만드는 빼박 요소로는 (숫자로 표현되는 요소는 빼박이다.)
온도, 면적, 금액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내온도 영하 15℃ 쯤 내려가면 빼박 헬조선이고.
닭새끼, 돼지새끼 같은 꼬라지 역시 빼박 헬조선이고.
(면적을 다르게 말하자면 '밀도' 쯤 되겠다. 0평급은 그야말로 초고밀도...)

금액은 뭐... 이쪽은 헬조선 보다는 헬서울, 헬인천, 헬경기도에 더 가깝지만.
헬서울에서는 6억 이하 물건이 씨가 말랐다고 한다.
무슨 6억이 동네 똥개 이름인가? '이하'도 포함되긴 하지만. 이것 조차도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

마지막으로 고양이 문제에 대해서도 몇 줄 적자면,
지붕 안쪽 천장 위에서 고양이가 출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동네에서 시끄럽게 우는 고양이들도 짜증나긴 하지만, 천장에 비하면 훨씬 약과다.
언제 한번은 천장을 뚫어서 새끼 고양이를 구조해서
장흥군 축산 뭐시기인가? 거기로 신고 한 적도 있었다.

천장에 있는 고양이 때문에, 빙초산, BB탄 총, 초음파 퇴치기.
별 짓을 다 해봤다. 빙초산을 쓴 이유는, 식초 가지고는 택도 없기 때문이다.
충치 문제에 있어서 자일리톨 껌 가지고는 택도 없고.
100% 자일리톨 분말 쯤은 되어야 효과가 있듯이. 빙초산도 마찬가지 맥락.

그 뒤에 초음파 퇴치기로 교체했고. BB탄 총은 가끔씩 사용하다가
(http://www.jangheung.go.kr)



그 뒤에 초음파 퇴치기로 교체했고. BB탄 총은 가끔씩 사용하다가
이 건물 지붕 덮는 공사 중, 석면이 깨지는 소리가 들린 이후로는 사용 안함.
석면 깨지는 소리 들린 이후로 천장을 열어보지 못함.

목록 실명인증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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