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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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별신문 

28호 

별별신문 28호에서는 차별금지법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달력을 보니 빨간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지요. 5월 3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 5월 9일. 으잉?! 그날은 대통령 선거 날이라고 하네용.  

이제 대통령을 잘 뽑으면 우리들 삶도 좀 나아질려나요~ (뒷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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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은 누군가가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특정한 직업을 가져서, 다른 

국적이라서, 인종이 달라서, 성별을 전환해서, 동성을 사랑해서, 장애가 있어서, 학

력이 낮아서, 한부모 가정이라서, 범죄 전과가 있어서, 나이가 어려서, 에이즈 감

염인이라서 생기는 낙인 및 언어적인 괴롭힘 행위까지 법률을 통하여 금지하고  

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라고 해요.   

   하기야 법이 있다 한들 일상이 바뀌겠나 하는 냉소도 올라오지만... 이런 법이 

있다면 차별 받는 상황에서도 누군가 그러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수월

할 거고 내 탓이라며 혼자서 억울하고 서럽고 수치스러워 하는 시간도 줄어들 것 

같은 약간의 희망과 기댈 수 있는 쿠션 하나 생기는 기분이 들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있는 그대로 괜

찮을 수 있는 데에  도움될 수 있기를, 이 땅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음을 더 느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닷.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http://ad-act.tistory.com/category 

참고하면 좋은 책  「수신확인 : 차별에 내게로 왔다」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오월의 봄 ,2013) 

 
- 끝- 

“혹시! 5월 1일 노동절 행사에 이루머들과 함께 하고 싶은 언니들~ 1시에 대

학로에서 만나요~ 연락주셔요!  010-8230-6279 ” 

 

이루머들은 5월 9일선거

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 

캠프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피켓팅

을 했다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