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hED는 빅토리아 주 전역에서 성 노동자들에게 보건

교육, 복지, 권리 보호, 사례 관리 서비스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RhED는 성 산업에 현재 종사하거나 이전에 종사한 경

험이 있는 사람들과 그 외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hED는 지원 및 권리 보호 (Support and Advocacy)

팀과 진로 (Pathways) 사례 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RhED 직원은 성 산업에 대해 폭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

으며, 성 노동자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개 

 

1800 458 752

sexworker@sexworker.org.au

sexworker.org.au 

 
RhED는 모든 성별과 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환영합니다.

RhED는 빅토리아 주의 영토와 해역

에 대한 전통 원주민의 주권을 존중

하며 인정합니다.

성 노동도 노동입니다.

RhED는 성 산업의 모든 영역에 걸쳐 성 노동의 전

면적 비범죄화를 지원합니다.

 

RhED는 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옹호하며,

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사회에서의 소외를 불러

오는 오명, 차별의 근절을 옹호합니다.

우리의 가치 

무료 전화

1 8 0 0  4 5 8  7 5 2

/rhedsexworker /rhedvictoria

sexworker@sexworker.org.ausexworker.org.au

RhED는 성 산업의 모든 분야에 종사했던 모든 전·현직
성 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윤락 업소 종사자, 개인 에스코

트, 길거리 호객, 스트립 댄스, 성인 마사지, 포르노&캠

종사자, 스폰서 (슈가베이비) 및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성 노동 등을 모두 지원합니다. 

RhED 서비스는 성적 정체성, 배경, 문화, 성적 선호도에

관계 없이 모든 성 노동자를 위해 봉사합니다. 본 서비스

는 빅토리아 주의 성 노동자와 빅토리아로 일하기 위해

온 모든 사람이 비자 상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

다. 

또한 RhED는 성 산업 사업자, 관리자, 고객, 성 노동자의

가족, 보건 업계 관련자, 정부 및 지역 사회 기관에도 도

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적인 대화와 부차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전화 1800

458 752번으로 문의주세요.

 

누구를 지원하나요? 

 



OUR APPROACH

본 팀은 일터에서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는지부터, 세금 및

재정 문제, 호신술,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무

료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Red 랑데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온라인으로 열리는

전·현직 성 노동 종사자들의 모임입니다.

청년층 도우미 
(Young Person's Support Worker)
케이스워크 지원 방식으로 젊은  15~25세 청년층이 노숙자

이거나 노숙자가 될 위기에 있는 경우, 성 노동을 하고 있거

나 성 노동자가 될 고려를 하는 경우 도움을 드립니다.

체포 시 조력 프로그램(ARP)은 경찰에 의해 체포나 기소된

경우에 옹호, 교육 등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권리 보호

우리는 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근절, 더 높은

사회의 포용성, 보건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성 노

동자의 공평한 이용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

합니다.  

지원과 정보 제공

아웃리치 복지 지원 (Outreach)

진로 서비스는 전·현직 성 노동자를 지원하는

유니크하고 융통성 있는 사례 관리 서비스입

니다. 진로 지원 서비스에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진로 지원 (Pathways)

과도기 (Transitional)

전문가의 도 (Generalist)

 

법률 문제 (Justice)

과도기 사례 관리는, 성 산업 내외부에서 또는 성 산업과

함께 한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취업과 기술 훈련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사례 관리는 주거 문제, 음주 및 기타 약물

사용, 올바른 의료 서비스 및 장애 지원 서비스 이용 등의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전·현직 성 노동자에게 제공됩

니다.

법률 관련 사례 관리는 현재 법적 문제가 있는 전·현직 성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엑세스 헬스 (Access Health)에서 금요일 밤, 오후 5시 30

분부터 10시까지 열리는 이 서비스는 모든 성 정체성에 상

관 없이 참석 가능합니다. 저녁 식사, 영화, 와이파이, 샤워.

화장실 이용이 제공됩니다.

허슬링 투 헬스
(H2H, Hustling to Health)

체포 시 조력 프로그램
(Arrest Referral Program)

저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1800 458 752번이

나 이메일 sexworker@sexworker.org.au로 문의해 주세요.

아웃리치 복지 지원 서비스는 윤락 업소나 에스코트 에이

전시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개인 에스코트 및 길거리 호

객 환경에 있는 성 노동자에게 제공됩니다. 동료 아웃리치

성 노동 종사자들이 일에 관해 알려주거나 업계 관련 질문

에 답해주고, 사건사고들을 신고해 줄 수 있습니다. 안전

한 섹스 용품, 어글리 머그 책자, RED 매거진, 멸균 주사기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친절하고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보건 교육자와의 대화가 필

요하면 전화하세요. 저희의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나, 법률

문제, 성 건강, 성 노동자 친화적인 서비스, 그외 성 산업

관련 정보에 대한 어떤 질문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

다. 당신이 성 산업에 방금 발을 들이셨든지 아니면 오래

종사하신 분이든지 상관 없이 우리는 당신의 연락을 기다

립니다!
Red 랑데부 모임
(Red Rendezvous, RR)

어글리 머그 (Ugly Mugs)
어글리 머그는 성 노동자를 위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일하던 중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이후 대처 지원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RhED에 전화

해서 보건 교육자와의 대화를 요청하세요.

RED 매거진 발행

워크샵 제공 

보건 교육자 연결

RED 매거진은 연 2회 발행됩니다. 성 노동자분들의 기사

기고를 환영하고 기다립니다.

mailto:sexworker@sexworker.org.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