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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ProjectRespect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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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ojectrespect.org.au

PO BOX 1323  
Collingwood VIC 3066

문의하기

윤락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및 

의뢰 서비스

오전 9시 – 오후 5시 
월요일 - 금요일

COVID-19 정보 및 지원이 제공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편견없고 기밀이 보장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서가 필요 
없습니다.

Project Respect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은: 

•   전화로 제공되는 지원으로서, 필요한 경우 
무료 통역 서비스 제공  

•   정보 및 지속적인 종합 지원 제공  

•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단체 
서비스 알선 

•   안전한 윤락업 종사를 위한 안전 계획 

•   여러분이 원할 경우, 근로 시간 감소 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   인신매매를 경험하는 여성들을 위한 집중 지원 
(호주 국내 및 해외에서)  

•   여러분을 경청하고 지원할 친절하고 정보를 
풍부하게 갖춘 여성 직원으로부터 지원받음 

•   여러분의 권리 옹호  

•   동료 커뮤너티 점심 식사 및 편안한 커뮤니티 
정원 가꾸기 세션 참여  

•   유연한 학생 실습 기회 

•   Women’s Advisory Group (여성 자문 그룹)
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할 기회 제공 

저희는 자신을 여성 (18세 이상)으로 자가 
인식하는 호주 내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LGBTQIA+ 
여성 및 다양한 성별 및  논바이너리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윤락 또는 성인 엔터테인먼트업에 종사한 
체험 – 면허 또는 무면허 업소, 온라인, 대면 
서비스 모두 포함  

•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체험 (호주 국내 및 
해외에서) 

•   윤락업에 현재 또는 과거에 종사  

•   윤락업에 계속 종사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희망   

•   윤락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 및 체험  

•   모든 종류의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포함 

•   윤락업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구하는 친척, 
친구 및 서비스 제공업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저희가 지원하는 
고객

Project Respect는 윤락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위한 지원 및 
의뢰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빅토리아주 멜번에 위치한 여성권위를 
옹호하고 비종교적인 지역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윤락업을 이해하는 직원, 자원 봉사 및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업계 동료들이 주도하는 Women's 
Advisory Group (여성 자문 그룹)으로부터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 단체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