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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톡’을 찾아주세요!      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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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 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변호사 상담, 심리상담 02-953-6279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 일수, 사채 빚 등으로 힘들어 파산을 

고민 중일 때, 빚쟁이들의 독촉 때문에 힘들 때, 폭행, 협박 등을 당할 때, 전화주세요.  

경찰조사 동행, 무료 변호사 상담 및 변호사 선임해 드립니다. 

철저한 비밀보장은 당연하구요!  

☏1366 누르고 “가까운 성매매 상담소 연결” 요청도 OK 

별별신문 27호에서는 언니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 자원>에 대해 알려드

립니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에 대해 읽어보세요. 

어떤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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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 어떻게 활용할까? 

언니들이 최대한 정보를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매매 상담소, 쉼터 이외 사회복지자원  

몇가지를 소개해요.  신청 과정은 이룸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어 병원에 가기  어렵다면  

  →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밀린 건강보험료를 한번 지원하고 60일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어요.  

☎ 홈페이지(http://healthforall.or.kr/)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아서 신청합니다. 

 

2   어디서부터 일자리를 알아봐야할지 고민중이라면  

  →  취업성공패키지 

개인별 맞춤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 순서로 통합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취업시 최대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액 이하, 만 18세～64세 이하 일 때 신청 가능해요. 

☎ 서울 취업성공패키지 02-2004-7041~2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3    인턴으로 일해보기 

   →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 새일 여성 인턴제 직업체험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쉽이에요. 주5일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지원해요.  정규직 전환 이후 3개월을 더 근무하면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총기간 6개월, 총액 300만원) 

☎ 용산: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139-21(신계동) □문의전화 : 02)714-9762(~5) 취업팀 

4   공방, 카페일, 음식점 일을 해보려고 한다면 

  → 탈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돕는 일자리 W-ING 

천연염색공방, 카페 바리스타, 요리 음식점 분야의 교육을 하고 작업장도 운영해요. 

☎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성대시장 위 (7호선 신대방삼거리 역에서 15분거리) 

 

5   가게를 내보려고 알아보는 중이라면 

   → 여성가장창업지원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점포 임대보증금을 2년(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까지 지원) 한도로 빌려준다고 해요.  

이자는 연 3.0%로 분기별 납부하며 원금은 만기날짜에 한꺼번에 상환해요. 

☎ 온라인 신청(네이버에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검색) 

 

6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면 

   →  상도동 우리집 

월수입 100만원 ~ 150만원 미만, 59세 이하의 여성에게 방 1개씩을 임대해요.  

월세는 방 크기 등에 따라 월 8만원~16만원(보증금 300,000원)이고 공공요금은 1/N 해서 내요.  

모든 자세한 문의는  

010-8230-6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