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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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언니들 모두모두 안녕하셨는지요. 용두동 이룸이들입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 언니들이 일하고 생활하시는 공간은 어떠한지요. 이루미들은 사무실의 오래된 보
일러를 교체하고 온수관 청소도 하는 등 월동 준비를 마쳐 이전보다는 덜추운 겨울을 나고 있어요. 세입자로서
집주인 분께 보일러 교체 비용을 요청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곡절 끝에 얻은 결과였어요.

사무실이 위치한 용두동 주변은 오래된 상가건물이나 연립주택, 단층 주거 공간이 많은데요, 재개발의 바람이
이곳에도 불고 있나봅니다. 조합 설립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볼 때마다 사무실 보증금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
세입자로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40%가 버는 돈의 30%가 주거비로 나간다는 최근 자료를 보면서 이룸이들은 10년
동안 세를 올리지 않은 집주인 분께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2년마다 전월세 걱정을 떠
안는 세입자가 놓인 현실에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이태원 언니들 역시 일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과 관련한 변화를 시시각각 체감하고 있으실 것 같
아요. 저희도 이태원에 올 때 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들이 보였어요. 어느 날에는 재개발 조합 설립을 반긴다
는 현수막이 걸려있기도 하고, 유행하는 분위기의 가게들이 계속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는
용산의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옮기면서 권리금마저 포기하는 상인들이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왔고, 용산구는
2029년도 경에는 군 부지에 공원이 조성되어 상권이 좋아진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이태원에 재개
발이 추진되면서 좋은 변화만 일어날지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뒷면에 계속)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톡’을 찾아주세요!

화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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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미들의 용두동과 이태원을 비롯하여 서울 지역 곳곳은 재개발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집주인들은 재빠르게 집을 계약할 때 특약 사항으로 재개발이 되어 세입자
가 이사를 가면 보상금은 없다는 조건을 당당하게 넣는다고 하던데 말이죵. 이렇게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되더라도 많은 선택지가 없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
기로 계약을 하게 되고, 세입자로서 살면서 이룸이들이 보일러 교체를 위해 오랜 시
간을 끙끙 거린 것처럼 여러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계속계속 휘몰아치는 재개발이나 도시 재생이다 뭐다 하는 바람이 불지만, 세입자의 위치에 있는 모든 이태원 언니들을 위
하여 기본적인 주거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기 위한 정보들을 안내 드리며 매서운 서울 살이를 함께 견디어 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거권은 인권이다! #세입자 권리 확보하자!

1. 책 소개 <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 떠돌이 세입자를 위한 안내서>, 후마니타스 : 세입자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 친절하고 쉽게 안내
되어 있어요.

2.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3편 : 주거권> 자료에는 소액보증금
세입자를 위한 특별한 권리에 관한 내용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용. 주거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1644-

0120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3. 서울시 복지법률 종합상담 1670-0121 : 주거와 관련한 문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해볼 수 있다고 해요.

4.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1208 : 전월세보증금대출지원, 전월세 관련한 분쟁에서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고 합니다.

5 서울주택도시공사(SH)주거복지센터 1600-3456 . : 언제든지 누구나 주거복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편리하게 주거상담이 가능하며, 주거관
련 의견을 나누고 주장할 수 있는 창구라고 하네요! 임대 주택에 관심이 있는 언니들이라면 더 적극 문의해보실 수 있겠어요.

6.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상담 1644-6621 : 한부모가족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다양한 임대 주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7. 상도동 우리집 : 월수입 100-150만원 미만, 59세 이하 여성에게 방1를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 저렴한 보증금(30만원)과 월세(방크기에 따라 월8월16만원)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문의는 이룸이들에게 해주시면 안내 드립니다.

이태원 언니들~ 그럼 2018년도에 뵐게요!

무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 일수, 사채 빚 등으로 힘들어 파산을
고민 중일 때, 병원을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담일 때, 빚쟁이들의 독촉 때문에 힘들 때,
전화주세요. 경찰조사 동행,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해 드립니다.
철저한 비밀보장

이룸상담소 02-953-6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