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발 행 일 자 | 2018년 5월 23일
| 발 행 인 | 용, 유나, 별, 달래, 차차, 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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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
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용두동 이루미들 이에요.
언니들과 ‘용’한 타로 선생님들과 함께 찾아 뵙고 있는데
요, 오늘은 타로카드가 어떤 것인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타로 카드가 무엇이다냐
다양한 상징으로 구성된 그림이 그려진 78장의 카드를
뽑아가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는 일종의 서양 점술

이라고 합니다. 14세기 유럽에서 시작해 오늘날 종류만 1000종이 넘는대요.
22장의 메이저카드와 56장의 마이너카드로 이뤄져 있습니다.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톡’ 을 찾아주세요!

화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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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 그림은 은둔자, 광대, 황제 등 세상의 만물을
대변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도구라고 해요.

왜 타로 카드와 함께 언니들을 만나나?
이룸에서는 작년 청량리에 있는 언니들과도 타로카드
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3년 간 이태원 언니들
을 계속 뵈면서 더 마음을 나누고 연결될 시간을 마련
하고 싶었어요.
타로카드는 운명이나 팔자라며 쉬이 자책하기 쉬운
지금의 내 맘을 들여다보고 여유를 갖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좋은 도구거든요. 언니들과 타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변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
면 좋겠어요. 막히고 힘들고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냥 이야기 나
누고 싶을 때, 어떤 문제라도 나눠주시고 힘 받아가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도 뵐게요:)

-용두동 이루미 드림

보들보들 친환경 비누의 정체는?
이번달에는 전주에 위치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 두잉에 참여 중인 여성들
이 직접 만든 친환경 비누를 준비했어요. 두잉은 성매매 경험으로 생긴 다양한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진로를 찾거나 학력 취득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공예품과 화장품 등
의 일경험을 바탕으로 힘을 기르는 공간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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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