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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소개	SWOP	services

SWOP은	다언어를	사용하는	전,	현직	여성	및	남성,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WOP은	다양한	전문인들과	팀을	이루어	성적,	문화적,	
언어적,	연령	등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수	있도록	여러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SWOP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철저히	비밀보장이	
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SWOP	웹사이트(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지원)	또는	한국직원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Safe	at	Work	프로젝트는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SWOP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비밀보장이	
됩니다)
• 콘돔과	장갑,	윤활제,	댐	등
• HIV,	간염	및	성병	관련	정보
• 고용정보
• 성노동자	업소	방문
• 안전한	주사기구	제공
• 성노동자	잡지
•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
• 다양한	서비스	소개
• 성노동자를	위한	워크숍	제공
• 업소내	보건	및	안전	정보
• 개인적	또는	일과	관련된	상담
• 법률상담	및	지원
• NSW주	내의	각종	법규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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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리와	책임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NSW에서	성노동자로	일하는	것과	성	관련	사업을	하는것은	비범죄	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NSW내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비범죄화란	그와	관련된	
사업이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을	의미	합니다.	성산업	
관련	법규는	각	주마다	다릅니다.

비자	컨디션과	성노동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Visa	Conditions	and	sex	work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난민	비자	소지자	포함)는	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	가능한	시간은	비자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비자:	최대	40시간	매	2	주일마다	가능합니다.	방학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일하고	싶은	시간	만큼	근무	가능합니다.
• 학생비자를	소지하고있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	최대	40시간	매	2

일	마다	근무	할	수	있습니다.
• 워킹홀러데이	비자:	근로	제한	없음
현재	비자에	관한	세부사항과	컨디션은	VEVO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EVO는	무료이며,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VEVO를	사용할시에,	여권	또는	Immicard	및	이민권에서	제공한	
참조번호	(reference	number)가	필요합니다.
VEVO는	http://www.border.gov.au/Busi/Visa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고용주가	불법이민자나	근로	허가가	없는	비자를	가진	사람을	고용	할	경우,	
고용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고용주가	우리의	근무	허용	여부와	그에	허용되는	시간을	
확인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고용주가	여권과	비자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우리의	여권을	보관	할	수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 고용주가	여러분의	여권	또는	비자	승인	레터를	확인하고,	복사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VEVO를	이용하여	여러분의	비자	세부사항	및	컨디션을	고용주에게	이메일	

합니다.
SWOP	또는	Scarlet	Alliance는당신의	VEVO	접속을	도와드릴	수있습니다.



다음은	NSW	(New	South	Wales)	관련	법규	입니다.	Laws
NSW주에서의	성	관련	사업을	하는것은	비범죄	입니다.	성노동자의	법적	
연령은	만18세이며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	입니다.	
고객의	법적	연령은	만16세가	넘어야	하지만,	만18세	이하는	섹스	서비스	
구역이나	성관련	업소를	출입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위해서,	가족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NO’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범죄	또한	신고	할	수있습니다.	고용주와	
리셉션은	우리의	동의없이	우리가	콘돔을	사용하지않는	비보호	섹스를	
제공한다고	전화,	신문,	또는	구두로	광고	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을	무릅쓰고	콘돔없이	섹스하는	것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 성관련	업소
NSW주에서는	성관련	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비범죄화	되어	있습니다.	
성노동자와	고객은	만	18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 에스코트
에이전시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	모두	비범죄이며,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규제화	되어	있습니다.	단,	에이전시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DA(Development	Application)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적으로	일하는	성노동자
지역	카운슬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며	관련사항은	지역	카운슬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SWOP에서는	지역	카운슬의	관련	법규	찾는	것을	도와	
드립니다.

• 마사지	업소
보디슬라이드,	핸드잡,	오럴	서비스등의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성관련	
업소로	정의됩니다.

• 거리에서의	호객	행위
NSW의	일부	지역에서는	길거리	호객	행위가	비범죄	입니다.	그러나,	주택,	
교회,	학교,	병원	근처,	또는	이러한	건물들이	보이는	곳에서의	호객	행위와	
공공장소가	보이는	차안에서의	호객	행위	및	성노동을	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HIV	관련한	성산업	법
HIV	보균자가	성노동을	하거나	성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HIV	보균자는	질,	항문,	오럴섹스	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보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HIV를	감염	시킬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의	내용중	일부는	스칼렛	얼라이언스의	문서를	참조	했습니다.

각	주의	성노동	관련	법규는	스칼렛	얼라이언스	웹사이트(	www.scarletalliance.
org.au)에서	확인하시거나	SWOP으로	전화	주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이민성	직원과의	대면시	
When	Immigration	or	Police	Officers	come	to	your	work	place
정부나	공무원들이	호주인	성노동자와	이주	성노동자를	대할때	절차가	다를	
수	있지만,	모두를	공정하게	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	이름이나	주소를	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욕이나	무례한	행동을	할	경우,	
경찰은	그것에	대한	혐의를	씌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기록이되며,	진술	하거나	진술서에	사인	할	시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	전	이나	작성	후	사인	전에	전문	법률상담,	또는	
변호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알려준	후에는	세부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며,	대답을	하지	않을	때는	‘노코멘트’라고	하면	됩니다.	
또한,	경찰이나	이민성	직원의	방문시간이나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증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민성	직원과의	대면시:
• 간혹	정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민성	직원에게	신분증이나	

영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	합니다.
• 만약	이민성	직원에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	직원의	방문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이민성	직원에게	방문한	목적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 이민성	직원의	상사에게	전화상으로	방문한	직원의	권한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 이민성	직원은	장소,	핸드백	및	소유물을	수색	할	수	있습니다
• 이민성	직원과의	인터뷰는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에서	할수	있습니다.
• 인터뷰시,	이민성	직원은	두명이	동석해야	합니다.
•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의	대면시:
• 성노동을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긴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뱃지,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신분조회를	원할	경우,	우리는	협조해야	합니다.
• 경찰이	알몸수색을	할	시,	우리는	몸수색을	할	경찰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위장근무중인	경찰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색:	경찰관은	여러분이	무기,	불법	약물,	혹은	훔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을	수색할	자동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경찰관은	여러분이	동의하거나	영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중	일부는	스칼렛	얼라이언스의	문서를	참조	했습니다.
각	주의	성노동	관련	법규는	스칼렛	얼라이언스	웹사이트(	www.scarletalliance.
org.au)에서	확인하시거나	SWOP으로	전화	주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Police	Sex	Worker	Liaison	Officer	(SWLO)는	성노동자를	도와주는	경찰서의	
한	부서입니다.	일부	경찰서에는	이부서가	있으며	다음과	아래와	같은	일들을	
도와줍니다.
• 미해결	영장
• 파트너,	손님,	고용주,	다른	성노동자와의	문제
• 다른	경찰관과의	연락
• 경찰이	개입된	다른	비지니스

만약	이민성	직원(Department	of	Immigration)에게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불만사항을	신고	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SWOP에서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에	불만사항을	신고하더라도,	
비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호주	경찰은	본인의	동의	없이	한국	
경찰에게	우리의	신상정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주인이나	
비호주인은	경찰이나	이민성	직원과	대면시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Legal	Aid	Lawyers로부터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실	경우,	SWOP에서는	무료변호사를	소개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See:	http://www.scarletalliance.org.au/library/rights-responsibilities-
korean2015/view

세금	Tax
우리의	권리와	혜택
NSW에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비범죄이며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법규의	
규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산업	종사자는	세금을	내야하는	책임이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자격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노동자들는	세금과	관련한	우리의	권리와	혜택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	체류한	기간이	
짧거나	호주에	정착할	계획이	없는	성노동자의	경우에는,	더욱이나	세금과	
관련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성노동자는	우리의	일과	
관련있는	지출(콘돔,	일할때	입는	옷,	화장품과	미용에	관련한	비용,	일할때	
사용하는	물품,	전화요금	등)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직업의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조건이	적용되며	자세한	정보는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Visit	https://www.ato.gov.au/general/other-languages	사이트	방문	
2.	 좌측상단	옵션	중	‘Language’를	클릭하신	후	‘한국어	(Korean)’를	

클릭하세요.
3.	 좌측에	있는	카테고리중	개인	(individual)’을	클릭하신	후	스크롤을	

내리셔서	‘업무	관련	지출	및	성인산업	(Work-related	expenses	and	the	
adult	industry)’을	클릭하시면	세금	납부	및	공제	관련자료	등을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세무사를	고용하시게	될	경우,	세무위원회에	등록된	
세무사를	고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	세무위원회에	공증되지	않은	
세무사를	고용하셨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지출은	환급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세무사	공증의	여부는	아래에	표기된	세무위원회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tpb.gov.au

SWOP으로	연락주시면	여러분의	상황과	지출예산에	적합하며	성노동자들에게	
친절한	세무사를	찾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	Free	legal	services
우리의	일과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	경찰이나	지역	카운슬	문제,	폭력	및	
접근금지명령,	채무	및	현금카드,	가족법,	고용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관련해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SWOP은	여러	법률단체와	협력관계에	있으며	여러분에게	적합한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각	법률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책자의	
뒷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상담을	원하실	경우	SWOP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날짜와	시간등을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이	가능	할	수	도	있으며	
시드니	밖에서	전화	하실	경우,	일반	무료전화	1800	622	90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영어가	불편하실	경우,	한국직원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빚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강요당하거나	일하면서	두려운	상태라면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	Working	Conditions

일할곳찾기	Finding	the	place	to	work

성노동에	종사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	(예:	프라이빗,	풀샵,	마사지샵	등)
이	있습니다.	각	종류의	일은	개인의	상황과	기준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시드니를	비롯한	NSW주에서는	
수백군데의	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할	것인지,	일	할	
곳은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SWOP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를	찾는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일	할	곳을	찾기	위한	질문들	Questions	to	ask	before	finding	a	
workplace 
• 일하는	날짜와	시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 업소에서	정해진	서비스가	있는지?	(예:	내추럴,	애널	애무,	보디	슬라이드	

등)여러분이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신이	하고	싶지	않는	서비스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숙소를	제공할	경우,	숙소비는	얼마이며	몇명과	같이	사는지?
• 벌금	또는	보증금이	있는지?	벌금은	불법이며,	계약금은	되될려준다는	

전제하에	합법입니다.	만약	벌금과	계약금	제도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면제될	것을	원할	것	입니다.	현재는	성노동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의	매니지먼트는	면제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일하는것을	고려하세요.

• 적합한	트레이닝을	해주는지?	-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해야하는지	
트레이닝을	먼저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	손님을	보는	것에	수긍하지	
마세요.

• 내가	원하거나	필요할	때	쉴	수있는지?	(예:	일하는	시간중의	휴식,	
홀리데이,	생리할	때)

• 콘돔,	젤,	타올비를	내야	하는지?
• 손님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손님이	컴플레인을	할	경우	업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 누구한테	얼마를	받는지?	(예:	웨이지는	언제,	얼마를	받는지,	돈은	

손님한테	직접	받는지.
부킹	뒤에,	만약	성노동이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일하는	
곳이	맞지않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돈을	수금하고	그만	둘	수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용주를	인터뷰하는	것이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떠한	
일이든	감사할	것이라는	태도로	인터뷰를	하지	마세요.	만약	고용주가	



여러분의	근로조건을	꺼려한다면,	당장	인터뷰	자리를	떠나세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윤락업소나	에스코트	에이전시는	많습니다.	

윤락업소를	찾을	때	When	looking	at	brothels		
• 영업	시간,	룸	갯수,	일하는	사람	숫자	
• 일하는	방,	샤워실	및	화장실	청결
• 일하는	곳의	분위기	
•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그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당신에게	친한	친구처럼	대할것이라는	것은	
기대하지마세요.	하지만,	당신에게	헤를끼칠것이라는	기분을	들어서도	
안됩니다.	

•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단정해	보이나요?	자멸적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부심과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를	알아볼	때	When	meeting	with	an	escort	agency	
만약	여러분이	에스코트	에이전시와	일하기로	결정했다면,	동료들과의	
관계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더욱	
힘들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닌	카페	같은	곳에서	인터뷰	보는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어떤	고용주와	일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은	이상	개인의	
신상명세를	아무	고용주에게	주지	마세요.		





정직원과	계약직원의	차이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employee	and	contractor?
우리가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할	경우,	일하는	조건에	따라	정직원과	
계약직원으로	나눠집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직원을	보통	정직원이라	합니다.																																														
• 일과	관련해	많은	것들이	고용주에	의해	정해	집니다.		
• 예)	일하는	시간,	날짜,	해야	할	서비스,	하지	말아야	될	규칙	등
• 일하면서	사용되는	용품들을	고용주가	제공	합니다.
• 보통은	한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합니다.
• 고용주가	돈을	적립해	두었다	세금을	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직원을	보통	계약직원이라	합니다.
• 일을	할때는	본인의	판단과	기량으로	합니다.
• 다른	곳에서도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프라이빗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 일할때	사용되는	용품들은	본인이	직접	준비	합니다.
• 세금은	본인이	준비해서	직접	냅니다.

Work	Cover	(산재보험)		Work	Cover는	성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건과	안전법에	따라	안전하게	일하는지	확실하게	할	
책임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일하는	직원의	보상금	역시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Work	Cover의	규정에	따라	보험을	가입해야하며,	또한	고용주와	
매니저는	정규직	성노동자,	계약직	성노동자,	손님,	방문자의	건강과	안전,	또한	
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법규에	근거해	Work	Cover로	
부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성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성노동자를	위해	안전한	용품들을	무료로	제공해야하며	용품들의	보관장소도	
이에	포함됩니다.
• 직원과	손님에게	안전한	섹스에	관련한	교육과	정보
• 직원과	손님	각자에게	깨끗한	침대커버와	타올	등을	제공하므로써	청결을	

유지
• 항상	청결하고	소독된	일하는데	쓰이는	용품들
• 오염물들(예:	콘돔,	주사바늘,	면봉	등)을	안전하게	폐기처분	할	수	있는	

시설	

고용주는	성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손님이	도착했을때,	성노동자가	손님을	볼	수	있는	스크린,	그리고	방	마다



비상벨	설치등의	안전	시스템
• 성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출입구
• 성노동자가	일과	관련해	다치거나	병이	생겼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 성노동자가	일하다	심각한	사고나	부상을	입었을때	연락할	체계
• 보건과	안전에	관한	직원교육
• 성노동자가	다쳤을때의	대처방법	교육
자세한	정보는아래의	SWOP	사이트	방문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wop.org.au/korean/korean-resources

산재	보상금	Workers	Compensation
일하는	곳에서	다치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	병에	걸릴	경우	Work	
Cover의	심사	후,	수입의	손실	및	병원비,	약값	등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해를	입은	성노동자는	고용주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도	다른	
직업에	종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금	Victims	Compensation
NSW주	내에서는	폭행이나	폭력의	피해자로써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누구나	피해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사건	후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NSW주의	피해자	서비스에서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또한	무료	카운슬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Victims	Access	Line	1800	633	063	(무료)
Victims	Access	Line	(02)	8688	5511	(시드니)
출처	:	www.victimsservices.justice.nsw.gov.au/vss/vs_contactus.html
SWOP은	성노동자에게	친절한	다양한	분야의	무료	전문	법률인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위험한	상황	대처방안	Dealing	with	Dangerous	Situations
일의	종류나	장소	등에	따라	따르는	위험요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일이나	상황에	맞게	미리	대비해	두면	위험이	닥쳤을시	좀	더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이나	에스코트	일을	할때	When	working	as	private	or	agency	escort	
•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는	장소와	얼마나	있을지	등을	미리	알려	줍니다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일	시작전	옷을	입고	있을때	미리	출구를	확인해	
둡니다.

• 큰	소리를	내는	알람	장치	등을	갖고	다닙니다.
• 여러분이	혼자	일한다는	것을	손님이	알지	못하게	해야하며,	여러분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 길에서는	‘불이야’	(파이어)라고	소리를	질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도록	

합니다.

풀샵이나	맛사지샵	등에서	일할	때	When	working	at	brothel	or	massage	
parlour 
• 각	업소마다	규칙들이	다르니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업소측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위험이	느껴지면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질러	매니저나	리셉션,	동료직원	

등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항상	주의하고	자신감을	갖고	일하세요
일	시작	전	확실하게	손님을	볼	수	있도록하며	가벼운	대화를	하므로써	어떠한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합니다.
만약	기분에	일이	쉬울것	같지	않거나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드는	등의	
나쁜	낌새가	느껴지는	손님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하지마세요.	여러분	본인의	
직감을	믿으세요!	보통은	그	직감이	맞습니다.	

중요한	태도:
• 자신감을	갖고	일하세요.
• 내가	무서워하거나	자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절대	보이지	마세요.
•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제력을	가지고	일하도록	합니다.
•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쉬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손님과의	거리를	최대한	
두어야	하며,	필요하면	가방이나	벨트,	신발	등의	소지품이나	주변의	물건들을	
사용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약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면	되도록	내가	겁에

질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하고	핑계거리를	찾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쩔수	없이	손님과	싸워야	할	상황이	닥치면	눈,	목,	코,	손가락,	고환,	
무릎,	발	등과	같이	몸의	약한	부분을	발로	차거나	물거나	하여	자신	스스로를	
보호	합니다.



성	건강	Sexual	Health

성건강	관리	Sexual	health
성병	감염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감염시	일에도	지장을	줄	수도	
있으며	그럴경우	수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건강	클리닉에선	성병	
검사를	할때	비자상태를	비롯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며	검사비는	무료	
입니다.	만일	검사	결과	성병이	진단될	경우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성병	징후와	증상을	알아야	합니다.
예)	생식기나	항문	주변의	물집이나	사마귀,	소변	볼때	자극이나	따끔거림,	
질이나	항문의	가려움,	인후통,	질	분비물의	불쾌한	냄새,	골반통증,	잦은	소변,	
피로감	등
• 손님에게	성건강	테스트와	증상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 성병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성병에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예)	자궁경부검사	매	2년,	성병검사	매	3개월	등
• 어떤	징후나	증상이	보일	경우	바로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감염사실이	확인되면	완치	될때까지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성병에	감염	됐을시	파트너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까운	클리닉은	NSW	Sexual	Health	Clinics	웹사이트	또는	무료전화	1800	
451	624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역	클리닉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통역이	필요하신	경우	131	450	(통,번역	서비스)로	전화하셔서	원하시는	
성건강	클리닉과의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mily	Planning	NSW	Healthline:	1300	658	886	or	www.fpnsw.org.au
NSW	Sexual	Health	Clinics:	1800	451	624	or	www.health.nsw.gov.au	

손님의	상태	체크	Sexual	health	check	on	clients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만큼	일을	시작하기전에	손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사면발이,	헤르페스,	유두종	사마귀,	전염성	연속종,	옴	등	눈에	
보이는	증상이	있을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HIV,	A형과	B형	간염,	
클라미디아,	임질,	트리코모니아시스,	세균성	질염,	사마귀,	헤르페스	등과	
같이	체액에	의해	감염되는	성병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또는	트랜스젠더	등	모든	손님의	성병감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손님의	성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손님에게	말하고	
체크하는	방법과	손님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님에게	말하고	체크하는	방법	Checking	with	clients’	awareness
• 손님이	소변을	보거나	샤워를해서	분비물을	닦아내기전에	체크	합니다.
•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체크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레귤러	

손님을	포함해서	모든	손님을	항상	체크한다고	말	함으로써	손님을	
편안하게	하도록	합니다.

• 손님을	밝은곳에	있게하거나	작은	손전등이나	볼펜	타입의	플레쉬를	
이용합니다.

• 지퍼만	열거나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가장	좋은	방법은	항문과	
가랑이	사이등	성기	주변을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와	관련한	
서비스를	하지	않더라도	항문	주변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손님에게	말하지	않고	체크하는	방법	Checking	without	clients’	awareness
• 머리카락이나	몸을	이용해	손님의	시야를	가린후	손님의	성기	주변과	

분비물의	냄새를		맡아보고	또한	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일	시작전	간단하게	다리와	허벅지를	마사지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손님의	

사타구니	주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비물의	색깔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입으로	콘돔을	씌우게되면	손을	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님	또한	눈치채지	못하며	손님의	성기	주변을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 보디	슬라이드를	할때	몸을	돌려	다리로	손님의	팔을	고정한	후	손님의	
성기	주변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손님은	나를	만질	수	없습니다.	

• 손님에게	조금	변태적인게	좋다고하며	손님의	눈을	가린후	손님의	성기	
주변을	확인합니다.	

• 램프등을	침대	근처에	비치함으로써	충분히	밝은데서	손님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체크해야	사항들	We	look	for
• 사마귀
• 귀두	부분이	붓지는	않았는지
• 성기의	피부가	갈라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 붉은	뾰루지	같은것은	없는지
• 헤르피스	증상이나	물집은	없는지	
• 곪은곳은	없는지	확인해야하며,	성기주변(털,	가랑이,	항문주변,	고환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 불결한	냄새의	탁한	분비불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	일	수도	있습니다.
• 불투명한	흰색	또는	녹색이나	노란색을	띄는	냄새나는	분비물은



성병감염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염증,	갈라진	피부,	붉은	발진,	헤르페스	염증,	물집,	사마귀,	궤양	등이	
발견되면	가능한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하며	이미	만졌을	시에는	반드시	
비누등을	사용해	손을	닦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	
손님들은	놀라거나	당황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손님은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는척하며,	놀라거나,	화난척을	해서	여러분이	별거	아닌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할	수도있습니다.	또한,	어렸을때부터	있었다면서	단순한	
연성	섬유종(쥐젖)이라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님들의	변명을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단지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의	의견을	굽히지	말아야	하며,	손님이	상황을	조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손님을	설득하기	어려울	경우,	성병과	관련한	사진이	있는	책자를	
손님에게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손님에게	이상이	발견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If	you	suspect	a	client	has	an	STI
•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성병은	치료가	가능하며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게	좋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성건강	클리닉	서비스는	비밀유지가	되며	이름이나	메디케어	등이	

필요없다는	사실도	설명해주고	전문가로부터	검사를	받아	보도록	
권합니다.	또한	성병검사를	받기	위해	클리닉을	방문할	시	대부분의	성건강	
클리닉은	예약을	받기	때문에	클리닉내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만약	본인이	괜찮을	경우	손님에게	성관계를	갖는	대신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섹시한	춤을	추거나	에로틱한	놀이,	장갑을	끼고	핸드잡을	해주는	
등	성병	감염의	위험이	적거나	혹은	감염의	위험이	전혀	없는	서비스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손님이	성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있고	싶어하지	않을	
경우	손님이	지불한	일부의	돈을	돌려준다고	제안하고	손님에게	즉시	
떠나도록	요구합니다.	

• 혼자	일할	때	손님이	공격적이거나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했을때	나의	
안전에	위협이	될것	같으면	최소한	성적인	접촉이	적은	서비스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	

성병중에는	치료가	가능한것도	있지만	발견되지	않거나	치료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독은	뼈,	피부,	뇌,	심장	등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갖거나	오럴을	할	때	콘돔을	사용하므로써	성병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성병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레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레드북은	SWOP	또는	Scarlet	Alliance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섹스	실천	Safer	Sex	Practices	
콘돔	Condoms
콘돔	및	댐을	사용하지	않은	오럴섹스의	위험
만약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손님에게	오럴섹스를	할	경우,	질이나	항문	
섹스보다	감염	될	확률은	낮지만	여전히	손님의	사정전의	분비물로	인해	
에이즈,	임질,	생식기	포진,	B형	간염,	매독	등의	성병에	감염	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나에게	오럴섹스를	하길	원하거나	항문	애무를	할	경우	댐(Dam)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오럴섹스	후	양치나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은	성병	
감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	시작전	또는	일하는	
동안	이를	닦는	것은	성병에	감염될	확률을	더	높게	만듭니다.	양치하는	동안	
생긴	잇몸의	아주	작은	상처들이	성병	감염률을	높입니다.	
성병중에는	치료가	가능한것도	있지만	발견되지	않거나	치료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독은	뼈,	피부,	뇌,	심장	등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갖거나	오럴을	할	때	콘돔을	사용하므로써	
성병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성병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레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레드북은	SWOP	또는	Scarlet	Alliance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콘돔	사용법	How	to	use	a	condom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과	콘돔없이	관계를	갖는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감염사실을	모르고	있을수도	있고	눈으로	검사하는	
것만으로	성병감염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콘돔사용은	대부분의	성병감염과	
HIV감염,	그리고	원치하는	임신을	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더라도	체외	사정을	하면	
안전하다고도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체외	사정을	하더라도	성관계를	갖는	
동안	성기에서	체액이	나오게되며	이	체액으로	인해	성병에	감염될	수	있으며	
임신	또한	가능합니다.	

• 사용전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늘한	곳에	보관	합니다.	지갑에	보관시	자주	바꿔줍니다.
• 사용하기전까지는	포장을	뜯거나	콘돔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 콘돔	끝을	눌러	공기를	뺀후	씌웁니다.
• 수용성젤을	콘돔	바깥쪽에	바르는	것은	콘돔이	찢어질	확률을	줄입니다.
• 지용성젤은	콘돔을	약하고	쉽게	찢어지게	만듭니다.
• 사용후	변기에	버리지말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 콘돔은	한번만	사용하고	여분의	콘돔을	소지	합니다.
• 콘돔	두개를	씌우게되면	더	쉽게	찢어	집니다.	
• SWOP에서는	콘돔,	젤(루블리칸트	또는	루브),	장갑,	댐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돔이	빠지거나	찢어졌을때	When	the	condom	breaks
우리는	일하다	가끔	콘돔을	몰래	빼는	손님을	만나거나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콘돔이	미끄러지던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성병에	감염되진	않았는지	혹시	임신이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HIV	예방	약과	사후	피임약을	복용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성건강	클리닉에	연락해야하며,	클리닉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콘돔이 찢어졌을 경우

 
           세상에나, 콘돔 찢어졌잖아 이런 후레자식아! 이 더러운년아!

너 나한테
에이즈 옮겼어!

나 이제 죽을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두사람 다 
극심한 
공황으로 
인한 
심장마비를 
일으켰네요

 그 공황자체는 
콘돔 두개를 한번에 
사용는 것이 원인이 
었네요. 당연히 콘돔 
두개가 마찰을 
잃으키면서 
찢어졌겠죠. 콘돔 
두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가
없습니다.

두분 다 회복 금방 하실거에요.
하지만, 두분 다 많은 양의 캐모마일티와
깊은 심호흡을 할 필요가 있을거에요.

그리고 그 두사람은 
어떻게 콘돔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울 팔요가 
있어요.



그여자는 공황상태에 빠지기
보다는: 화장실에서 정액을
힘을 주어 짜내고,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퍼내듯이 
정액을 빼내야 됬어요
(질안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질세정을 하는 것은 정액을 
질안으로 더 밀어넣거나, 감염의
우려가 더 높이므로 금물입니다.

또한 소변을 보는 것은 
요도를 깨끗하게 비우게 
도와주므로
두사람다 소변을 보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신여부에 걱정이
된다면,
성교후 먹는 피임약을 
성관계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할수 있습니다.

이 약은 성건강 클리닉 ,
호주가족계획클리닉, 
또는 GP 클리닉에서 
무료입니다

그리고 두사람다 전염병 감염 여부애
관해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의 전염병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야 나타나므로, 여러분은 테스트를 
한번 이상 받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너무 하지마세요

으으으으으



콘돔이 찢어지는 이유...      그리고 방지하는 방법

콘돔을 씌울때
정적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으면, 사정 할 시에 
콘돔이 찢어질수 있습니다  

정액이 모일 수 있도록 
콘돔 끝에 적정한 공간을 
남겨 두세요 

오 
예스!

오!

너무 꽉 조이거나, 작은 콘돔을 사용할 경우

도와줘요!
숨이막혀서
터질 직전
이에요

휴 ~
필요하다면 
조금 큰 사이즈의 
콘돔을 사용하세요 

너무 느슨하거나
큰 콘돔을 사용
하면, 성교시에
벗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돌아와!

필요하다면 꼭 맞는 콘돔을 
사용하거나 조금 작은 사이즈의
콘돔을 사용하세요

좋은 것들은 
작은 패키지로
오지요. 

정당한 양의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성의
윤활제를 사용 할
경우 (예: 오일 
모이스쳐라이져 
또는 바셀린) 
콘돔이
찢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도와줘요,
난 녹고있어요

안돼...

수성의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입히고
바르고
철썩 때리고



NSW	Sexual	Health	전화	:	1800	451	624
이럴경우	
• 만약	콘돔이	안에	있을	경우,	밖으로	힘을준	후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넣어서	빼냅니다.
• 만약	손톱이	길	경우	장갑을	끼면	질안에	상처	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만약	여러번	시도해도	빼내지	못	할	경우	걱정하지	말고	가까운	성건강	

클리닉에	전화해서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질세척기	사용은	금물
질세척기를	사용하여	질안을	씻어내는	방법은	정액이나	박테리아가	
자궁경관으로	더	깊숙히	들어갈	위험이	있음으로	조언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세척은	질안의	청결을	유지해주는	박테리아를	씻어내므로,	질의	면역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항문(애널)	섹스를	받는	사람의	대처	방법	A	person	receiving	anal	sex	should
• 화장실에	앉아서	정액을	짜내듯이	힘을	줍니다.
• 세척기를	사용할	경우	항문이	찢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항문에	

상처가	낫을	경우,	에이즈바이러스를	포함한	성병에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이는	삼가	하세요.

 
항문(애널)	섹스를	주는	사람의	대처	방법	A	person	giving	anal	sex	should
• 음경의	포피를	포함한	생식기	부위를	깨끗히	씻어	냅니다.
• 소변을	봅니다.
 
구강(오럴)섹스를	주는	사람의	대처	방법	A	person	giving	oral	sex	should
• 정액을	신속히	뱉어내거나	삼킴니다.	정액을	입안에	오랫동안	물고있지		

마세요.
• 입안을	물로	헹구고,	뱉어	냅니다.
• 콘돔이	찢어진	후	최소	한시간	동안	양치를	하거나	치실	사용하는	것을	

금하세요.

보호되지않는	구강(오럴)	섹스를	제공	할	경우	Unprotected	oral
만약	여러분이	콘돔을	이용하지	않은	구강	섹스를	제공	할	경우,	성병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 갈라지거나	찢어진	입술,	입안의	상처,	피나는	잇몸,	구강염,	혹은	인후염이	

있을경우	세균감염의	경로가	되므로,	보호되지	않는	구강섹스	제공을	
삼가합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손님의	성병감염	여부를	체크합니다.
• 콘돔을	만지기전에	손을	씻습니다.



• 서비스	제공	한시간	전	후에	양치를	하거나	치실을	사용하는	것,	또한	
음식을	먹는	것을	삼가합니다.	구강진료를	받은날에	일하는	것을	피합니다.	

A형	간염과	B형	간염	Hepatitis	A	and	Hepatitis	B	
A,	B형	간염은	간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A형	간염은	
감염된	대변에	의해	옮겨지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상온의	손과	발에서	
몇시간	동안	생존합니다.	B형	간염은	주사바늘,	칫솔,	면도기	등을	같이	쓰거나
성관계를	통해	옮겨지며	아기를	낳을때	산모로부터	아기가	감염	되기도	
합니다.	성건강	클리닉에서는	A,	B형간염	백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출처:	http://www.immunise.health.gov.au/internet/immunise/publishing.nsf/
Content/immunise-hepa			

콘돔을 
입으로 

씌우는 것은 
섹시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흔한	성병들 Some	Common	STIs
에이즈	바이러스	그리고	에이즈	HIV	and	AIDS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신체의	전염병과	질병의	주된	방어를하는	면역체계를	
손상시킵니다.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의미하며,	HIV에	감염된	사람의	면역체계가	약화되었을때	걸리는	
특정	질병들을	포함합니다.	현재는	HIV를	위한	예방접종이나	치유가	없습니다.
HIV는	HIV에	감염된	사람의	체액	(혈액,	정액,	질액)이	HIV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	베인	상처,	긇힌	상처	또는	찰과상을	통해	전염될	수있습니다.	HIV
는	콘돔사용을	하지	않은	질	또는	항문	성교,	그리고	약물	주입	용품	들을	
공유할시에	전염될수있습니다.	HIV	전염은	다른	성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확률이	더	커집니다.
노출후	질병	예방	PEP-	Post	Exposure	Prophylaxis	
만약	당신이	HIV	감염의	위험이	의심된다면,PEP은HIV	감염을	방지해	줄수도	
있는	치료법	입니다.
당장	조치하세요!
• PEP는	HIV	바이러스	노출	이후의	HIV	양성을	예방해	줄	수있는	4주	코스의	

항-HIV	물질	입니다
• 이	치료법은	여러분이	HIV에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될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	옵션입니다	.
• 만약에	여러분이	HIV에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	된다면,	여러분의	의사를	

당장	3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 PEP는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이	복용중인	약물과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PEP가	모든	케이스에	효과가	있을것	이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 PEP는	HIV를	위한	예방접종이나	치유법이	아닙니다.	HIV	감염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안전한	섹스와	안전한	약물	주입	실천입니다.
• 만약	여러분의	의사가	여러분의	HIV감염	위험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PEP	처방을	받을	것	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PEP	24시	직통전화	(hotline)	전화번호:	1800–737–669	
전화	통역	서비시를	이용하기	위해선,	1300–450	으로	전화를	하여	통역사에게	
PEP	직통전화	요청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국내	전화	비용만	부담할	것입니다.

포진	(헤르페스)	Herpes
포진은	피부	접촉을	통해	확산이	되며,	상당히	흔한	질병입니다.	포진는	
간지럼증,	따가움증,	그리고	아픈	물집이나	빨갛게된	아픈	상처를	동반한	입,	
생식기	또는	항문	부위에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포진은	평생동안의	치유가	
불가능한	감염병이지만,	조기치료와	관리는	증상들을	제어하고	줄일수있으며,



감염을	감소시킵니다.	포진은	신체접촉,	키스,	구강	성교,	또는	섹스를	
통해	확산될수있습니다.	만약	포진이	발생했다면,	여러분은	직장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님이	포진이	있다면,	장갑을	끼고	손을	
이용한	사정유발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손님이	입술포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키스를	하거나	애무하려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음부	사마귀	Genital	Warts
음부나	항문	주변의	사마귀는	HPV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HPV는	자궁경관의	
피부	세포	변화의	원인이되며,	그리고	자궁경관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치료법:	사마귀	제거	그리고	관리.	
젊은	사람들은	HPV	예방을	위한	가다실	예방접종	(Gardasil	vaccinations)	
받을수	있습니다.	콘돔이나	댐을	사용	할시라도,	섹스를	할동안에	신체접촉은	
사마귀를	번지게	할수있습니다.	콘돔,	댐,	그리고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며,	
그리고	사마귀가	있는곳을	만지는것을	피하십시오.

클라미디마	Chlamydia	
클라미디아는	정액과	질액에서	발견되어지는	세균성	감염병	입니다.	이	
감염병은	목구멍,	질,	항문	또는	눈으로	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규칙적인	
출혈,	섹스를	할시에	통증,	염증	그리고	흉터,	골반내	염증	질환,	또는	불임을	
야기	할수	있습니다.
치료:	항생제	
안전한	섹스를	실천	하고,	구강,	질,	항문	성교를	위해	콘돔과	댐을	
사용하십시오.	체액을	주의	하여야	하고,	사정액이	손에	닿은	후에	질이나	눈을	
만지는	것을	피하세요.	스리섬을	할시에는,	질액과의	접촉을	피하세요.	(예:	
필거링을	할시에는	다른	손가락을	사용,	섹스	토이	사용시	에는	새	콘돔	사용).	

매독	Syphilis
매독은	세균에	의해	발생되어	집니다.
치료:	페니실린	주사
감염	삼주에서	사주	후에	빨갛게	부어오른	아픈	상처나	발진이	발생하는데.	
이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냥	사라질	것입니다.	6주나	10
주후에,	특히	감기같은	증상을	동반한	발진이	손바닥이나	발에	발생합니다.	
만약	치료하지	않은채	방치된다면,	매독은	뇌,	눈,	신경계,	심장,	뼈,	그리고	
관절을	손상시	킬수도	있습니다.	감염20년에서	30십년	후에는,	매독은	맹인,	
치매,	그리도	사망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독은	조기	감염기에	콘돔을	
사용하지않은	구강,	질,	또는	항문	성교	또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쉽게	
확산	되어	집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질,	구강,	그리고	항문	성교를	할시에	
콘돔을	사용하세요

임질	Gonorrhoea
임질은	목구멍,	자궁경관,	요도,	항문,	또는	눈을	감염시킬	수	있는	세균이며,



정액이나	질액에서	발견되어	집니다.	만약	치료하지	않은체	방치된다면,	
이는	생식관의	염증이나	흉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불임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임질은	섹스를	할	시에	통증이나	출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	항생제
안전한	섹스를	실천하고,	구강,	질,	항문	성교를	위해	콘돔과	댐을	사용	
하십시오.	자위를	위해	장갑을	사용하시고,	만약	사정	액이	입으로	들어갔을	
시에는	입을	헹구고,	뱉어	냅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	십시오.

질	트리코모나스증	Trichomoniasis
질	트리코모나시스는	질염의	원인이되는	질액에서	발견되어지는	원충전염	
병입니다.	만약	치료되지	않는	체	방치된다면,	질	트리코모나시스는	나팔관염,	
붓기,	그리고	자궁경관	손상의	원인이	될	수있습니다.
치료:	항생제
안전한	섹스를	실천하고,	콘돔과	댐을	사용하며,	스리섬을	할시에	질액	접촉을	
피하십시오	(예:	핑거링을	할시	다른	손가락	사용,	섹스토이에	새	콘돔	사용).	
질/항문	세척용품	공유를	하지	마십시오.	

자궁경부암	Cervical	Cancer
자궁경부암의	원인	What	causes	Cervical	Cancer?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은	HPV(인두유종바이러스)의	감염	입니다.	HPV의	
감염이	자궁경부	세포들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세포의	변화가	경부암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PV에	감염되었다고해서	전부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Pap	Smear	Test
자궁경부암	검사는	여성의	질과	질경관이	어떠한	변화없이	건강한지를	
확인하는	검사이며,	검사	결과	정상이	아니라고해서	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므로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2년	마다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http://www.health.nsw.gov.au/sexualhealth/Pages/post-exposure-
prophylaxis.aspx,	http://www.immunise.health.gov.au/internet/immunise/
publishing.nsf/Content/immunise-hp



생리기간에	일	할	경우	Working	during	your	period
만약	생리기간에	일하게	될	경우,	어두운색의	콘돔과	침대커버를	사용하고	
손님이	손가락을	질	안에	넣는	것을	못하도록	하면	손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스폰지	등을	질	안에	삽입하여	
혈액이	콘돔이나	침대커버에	묻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생리용	스폰지	Manufactured	sponges
생리용	스폰지는	살균,	소독이	된	스폰지로	낱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폰지의	모양과	크기는	다를	수	있으며	쉽게	삽입	할	수	있도록	이미	
윤활제가	첨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스폰지는	흡수력이	좋으며	한번에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출혈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할	경우가	아니고는	손님이	바뀐다고해서	매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생리용	스폰지는	SWOP,	온라인,	성인샵	또는	일부	약국을	통해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노동자는	소독된	스폰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WOP	
에선	소독된	스폰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스폰지를	대신해	다른	물질을	
삽입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베피를	비롯하여	모든	회사	제품의	생리용	
스폰지는	호주내에서	미용	스폰지로	취급되며	탬폰과	다르게	‘치료용	제품	
승인’	(Therapeutic	Goods	Approval)이	없습니다.	이것은	탬폰의	스폰지와	
마찬가지로	생리용	스폰지를	사용할	경우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실험을	
한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SWOP에서	이	스폰지를	공급하는	
것은	가장	위험이	적기	때문이며	또한	가능한	제일	위생적인	스폰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입니다.

바다	스폰지	Sea	sponges
바다	스폰지는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쉽게	볼	수있으나	살균,	소독	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폰지안에	조개껍질이나	모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질	안에	상처를	내거나	콘돔을	찢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바다	스폰지의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탬폰	Tampons
일부	성노동자들은	말려있는	탬폰을	풀지	않고	질에	삽입하므로써	혈액이	
흐르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탬폰의	솜이	흐트러	질	수	있으며	질	안쪽이나	
자궁경관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면	빼기	힘들고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세정	Douche
생리중	질	세정을	하게되면	질	안의	PH	발란스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콘돔과	침대커버에	혈액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스폰지	사용	When	using	a	sponge
스폰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	혹시	손님이	알게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몇몇	손님들의	말에	의하면	성관계시	닿는	느낌이	있으나	스폰지라는	
생각보다는	깊이	들어가	자궁벽에	닿는	것으로	생각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이	들면	손님은	더	흥분한다고	합니다.	스폰지를	삽입한	채로	
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오버나잇	부킹이	있더라도	문제	없이	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갈때	스폰지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폰지는	한번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폰지	삽입	How	to	insert	a	sponge
• 손을	깨끗이	닦고	스폰지를	팩에서	꺼냅니다.
• 만약	윤활제가	묻혀	있는	스폰지가	아니라면	물에	적십니다.	
• 물에	적신후	꽉	짜서	물기를	제거해야	혈액을	흡수할	공간이	더	생깁니다.
• 만약	스폰지에	성관계시	사용하는	윤활제를	바를	경우	나중에	제거할	때	

미끄러져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수용성	젤을	사용하더라도	
혈액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	할	수	있습니다.

• 손가락으로	눌러서	스폰지를	작게	만든	후	웅크리고	앉거나	탬폰을	삽입	
할때와	같은	자세로	삽입	합니다.

• 삽입	후	스폰지를	자궁경관	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혈액이	양	
옆으로	새거나	스폰지	밑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삽입	후	손을	닦습니다.
스폰지	제거	How	to	remove	a	sponge	
1.	 제거	할	때는	삽입	할	때와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2.	 질	안에	상처를	내지	않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넣습니다.
3.	 한	손가락을	사용할	경우,	가운데	손가락을	고리처럼	이용해	스폰지를	

제거합니다.
4.	 두	손가락을	사용	할	경우,	가운데	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을	집게처럼	

사용	합니다.

스폰지	제거시	만약	손가락이	닿지	않거나	미끄러질	경우	웅크리고	앉으면	
자궁경관이	밑으로	내려와	스폰지	제거가	용이해	집니다.	만약	제거가	쉽지	
않아	신경을	쓸	경우	질	내부가	더	좁아져	제거가	더	어려워	집니다.	욕조	
목욕을	하게되면	스폰지가	물을	흡수해	무겁고	커지기	때문에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거가	어렵다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으로	질내에	상처	내더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집게	등을	사용하게되면	질내에	쉽게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도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빠지지	않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질	입구가	스폰지보다	작은	것	뿐이고	스폰지는	
다른데로	가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삽입	또는	제거시	질	근육이	스폰지를	
잡고	있지	못하게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피임방법	Contraception	Choices
콘돔	Condoms
남성	콘돔	The	male	condoms
레이텍스나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콘돔으로	성관계	전	발기된	남성의	
음경에	씌어줍니다.

여성	콘돔	The	female	condoms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콘돔으로	성관계	전	질안에	삽입해줍니다.

다이아프레임	The	diaphragm
부드러운	제질에	돔	모양의	실리콘	캡으로,	질	안	자궁경관을	씌어주므로써,	
정액이	자궁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아이유디와	임플란트	IUDs	and	Implants
아이유디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치와	구리(Copper)로	만들어진	장치를	
포함합니다.

호르몬	아이유디	Hormonal	IUD
호르몬	아이유디는	작은	T	모양의	장치로,	자궁안에	장치되어	지며,	피임을	
하는데	99.8%	효과적입니다.

구리	아이유디	Copper	IUD	
구리	아이유디는	플라스틱과	구리로	만들어진	장치로,	피임을	하는데	99.2	%	
효과적입니다.

디팟	메드록시프로제스터론	Depot	medroxyprogesterone	
디팟	메드록시프로제스터론은	매	3개월	마다	근육에	주사되어지는	
피임	방법으로,	피임을	하는데	94-99.8%	효과적입니다.

누바링	The	contraceptive	vaginal	ring	-	NuvaRing
누바링은	자궁안에	본인	스스로	설치하는	피임링으로써	삼주	동안	끼고		



있으며,	그	다음	새로운	링은	일주일	뒤에	새로	다시	끼워줍니다.	

결합된	경구	피임약	Combined	oral	contraceptive	pill
결합된	경구	피임약은	하루에	한번씩	복용되어지는,	에스트로젠과	
프로제스터론이	결합된	피임약입니다.

프로제스토젠	온리	피임약	Progestogen-only	contraceptive	pill	(POP)
프로제스토젠	온리	피임약은	미니필이라고도	불리며,	하루에	한번	
복용되어지는	피임약입니다.

사후	피임	Oral	Emergency	Contraception	Pill	and	Intrauterine	Device
		사후	피임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Oral	EC	Pill은	경구용	사후	피임약으로써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	후	반드시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하며	빨리	복용	할	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사후	
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Copper	IUD	(구리/카퍼	아이유디)	는	자궁에	장치를	삽입하는	사후	
피임	방법으로써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	후	5일	이내에	의사에	의해	
삽입되어야하며	장기간의	피임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피임법이	맞지	않는	여성도	있으며	또한	성관계	파트너를	자주	바꾸는	
여성에게는	골반염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아지게	합니다.

출처:	https://www.fpnsw.org.au/health-information/contraception/
contraception-choices



협상과	경계선
Negotiating	and	Boundaries 

직장에서의	이미지는	당신을	도울	수있습니다
A	Work	Image	Can	Help	You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을	직장	이미지	창조를	위해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비춰지는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는	별	큰	차이가	없는것이	좋으며,	
본인	스스로가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불가능한	육체적인	것들을	시도하지	
마세요.	직장에서의	이미지는	여러분의	일과	삶을	분리하는데	도움이	되며,	
본의의	일을	위한	활력을	증가	시키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성노동자들은	
손님의	좋은점들을	탐구하는것이	일에	도움이	되며,	이는	손님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믿습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이미지는	우리의	사생활을	
손님들로	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도와	줍니다.	자신감을	보여준다던지,	손님의	
눈을	마주보는것	또는,	섹스를	할	준비가	됬다는	척하는	것과	같은	등의	
연기는	여러분의	일을	수월하게	할	수있습니다.

스트레스	Dealing	with	Stress
우리의	일은	다른	많은	직업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직업입니다.	대다수의	성노동자들은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	(가족,	
학교친구	등)에게	일하는	것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편하게	믿고	고민을	털어	놓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파트너(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일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도	있고,	이는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동안	같이	있는	손님과는	달리	많을	시간을	보내는	
동료와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역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휴가나	여행을	하는것이	도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매일	삼십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은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들	때	도움이	
되며,	쇼핑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는	등의	여가생활을	하는	것도	기분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	또한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손님,	고용주,	매니저,	동료	등	
일하는	곳에서의	문제	이외에도	개인적인	고민이	있거나	단순히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면,	SWOP으로	연락주세요.	전화	통역을	통해	성노동	경험이	풍부한	
친절한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한국	
직원과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	이름,	주소,	일하는	곳	등의	어떠한	신상	
정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SWOP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	
보장이	됩니다.





손님에게	모든것을	설명하세요	Explain	everything	to	the	client
본인의	소개를	할때나	부킹을	시작하기전에	여러분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콘돔사용	설명	포함),	제공하지않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가격,	
시간	등을	손님에게	미리	설명	하는	것은	추후에	여러분에게	나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비위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여러번의	섹스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몇몇	손님들은	콘돔	사용을	거부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조종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손님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필요함을	토대로	
협상하세요.

손님이	아프게	할	때.	육체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
The	client	is	hurting	me...setting	physical	boundaries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손님에게	말하세요.	손님에게	말하기	전에	오랫동안	버티지	않아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손님들이	여러분을	거칠게	대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즐긴다고	생각	할	수	있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도	있습니다.	손님에게	대안을	제공하지	않고	
그만	하라고	말하는	것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손님에게	먼저	대안을	
제시하세요.	예를	들면,	“자기야,	난	자기가	내	젖꼭지를	만지는	것	보단,	내	
엉덩이를	문질러	주는	걸	더	좋아해”	라는	방식으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음경이	큰	손님과	성교시	
Sexual intercourse with a client with a big penis
음경이	큰	손님과	섹스를	할	경우,	자궁경부로에	부딫침	또는	질의	늘어남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찰이나	찢어짐으로	인한	신체	손상	위험	
감소를	위해	윤활제를	항상	사용하세요.	손님에게	섹스를	제공	할수	없다고	
말하거나,	멈춰달라고	하거나,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세요.	삽입	섹스하는	것을	최소화	하기위해	구강	성교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성노동과	관련한	용어들	Sex	Work	Dictionary.	

• Punter	(펀터):	손님	(지불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	사람)

• Working	Girl	(워킹	걸):	마사지,	풀샵,	에스코트	등	모든	Sex	Worker

• 69	(씩스티	나인):	동시에	서로에게	오럴섹스를	해주는	것

• Blow	job	(블로우잡):	남성에게	하는	오럴섹스

• BBBJ	or	BBJ	(Bare	Back	Blow	Job/베어	백	블로우잡/	비비비제이):	
콘돔없이	남자에게	오럴섹스를	하는	것

• BJ	(Blow	Job/블로우잡/비제이)	or	Head	job(헤드잡):	남성에게	하는	
오럴섹스

• CBJ	(Covered	Blow	Job/커버드	블로우잡/씨비제이):	콘돔을	사용하고	
남성에게	하는	오럴섹스	

• CIM	(Cum	In	Mouth/컴인	마우스/씨아이엠):	입안에	사정하는	것

• DATY	(Dine	at	The	Y/다인	엣	더	와이/데티):		남성이	여성에게	오럴섹스	
하는	것	

• DFK	(Deep	French	Kiss/딥프렌치키스/디에프케이):	혀를	이용해	진하게	
하는	키스

• GFE	(Girl	Friend	Experience/걸프렌드	익스피리언스/지에프이):	
여자친구같은	경험	예)	키스,	포옹	등

• PSE	(Porn	Star	Experience/	폰	스타	익스피리언스/피에스이):	포르노	
스타와	섹스하듯	극도로	노골적인	경험.	예)음란할	말,	성적인	소음	등

• Doggy	Style	(도기	스타일):	개가	성교하듯이	남성	또는	스트랩온을	착용한	
여성이	뒤에서	삽입	섹스를	하는	자세

• Double	(더블:	여자	두명과	남자	한명	또는	여자	한명과	남자	두명이	같이	
섹스하는	것

• Fantasy	(판타지):	손님이	성노동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옷차림을	요구하는	
것.	예)간호사,	비서,	선생님,	고등학생	등



• Golden	Shower	(골든샤워):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몸에	몸에	소변을	보는	것

• Greek/Anal	Sex	(그릭/애널섹스):	항문	섹스

• Cross-dressing	(크로스	드레싱):	남자가	여성의	옷차림	또는	여성이	남성의	
옷차림(장신품,	신발	등)을	착용하는	것

• MSOG	(Multiple	Shots	On	Goal/멀티플	샷	온	골):	부킹	동안에	여러번	
사정하는	것

• Gagging	(개깅):	재갈을	물리듯	남성의	음경을	다른	사람에	입에	물리거나,	
음경을	목구멍	깊숙히	넣음으로써	숨이	막히게	하는	것

 
• Prostate	Massage	(프로스테이트	마사지):	손가락이나	섹스토이를	

이용하여	남성의	전립선을	마사지	함으로써	성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것.

• Role	play	(롤	플레이):	역할놀이
 
• Spanking	(스팽킹):	엉덩이를	때리므로써	성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것.

• Mutual	Masturbation:	섹스를하는	두사람이	동시에	자위하는것.

• Spanish:	남성이	자신의	음경을	여성	가슴골에	문질르는	것.

• Facial/COF	(Cum	On	Face):	남성이	다른	사람	얼굴에	사정하는	것

• Snowballing	(스노우볼링):	한	사람이	입안에	물고	잇는	사정액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달하는	것	

• MFF	(Male	Female	Female/엠에프에프):	한명의	남성과	두명의	여성이하는	
쓰리섬

• FMM	(Female	Male	Male/에프엠엠):	한명의	여성과	두명의	남성이	하는	
쓰리섬

• Tromboning	(트롬보닝):	여성	또는	다른	남성이	남성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항문을	핥는동안	핸드잡을	하는	것	



알콜올과	다른	약물
Alcohol	and	Other	Drugs	(AOD)

우리중에는	불법약물(이하	약물은	불법약물을	말합니다.)이나	음주,	도박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약을	섞어서	하거나	과다복용을	하게되면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감정의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내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은	
양이	나에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약을	구입하거나	
오랫만에	할	경우,	먼저	적은	양을	해보는	것이	과다복용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되며	
주사할	부분을	먼저	소독해야	합니다.	주사기는	반드시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만약	수거함이	따로	비치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찔리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	폐기해야	합니다.	

새	주사용품은	NSW	Needle	and	Syringe	Program	(NSP)	outlet	을	통해	
무료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술을	끊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NSW	주의	로컬	커뮤니티	헬스	센터나	알콜	앤드	드럭	인포메이션(ADIS)	
서비스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WOP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단체나	서포트	그룹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ADIS	연락처	:	(02)9361	8000	또는	1800	422	599(무료전화)

NSW주에는	음주,	약물,	겜블링	문제,	정신건강	등과	관련하여	많은	단체들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	됩니다.	각	단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SWOP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약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ACON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acon.org.au/what-we-are-here-for/alcohol-drugs/

흔한	약물들	Some	commonly	used	drugs
주의:	아래의	약물	리스트들을	구입하거나,	팔거나,	소유하거나,	사용하는것은		
(스스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권유)	불법이며,	처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	형량은	약물	양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약물	문제로	경찰과	곤란에	처하게	된다면,	경찰과	이야기	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변호사	선임을	위해	Law	Access	NSW로	연락	
하세요.	전화번호:	1300	888	529.

Cocaine/Coke	코카인
코카인은	하얀	파우더로	쓰고,	감각을	마비시키는	맛을	가진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보통	코로	흡입지지만,	주사되어지거나	먹거나,	또는	잇몸에	
문질러서도	사용되어	집니다.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코카인의	영향은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과	약물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영향은	행복감,	식욕	감퇴,	흥분,	성욕	증진,	
그리고	집중력	향상을	포함합니다.	부작용은	체온	및	심장박동	증가,	불안감,	
피해	망상,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구토,	폭력적인	행동,	신부전,	발작,	뇌졸증,	
그리고	심장마비를	포함	합니다.

메탐페라민/메쓰/스피드/크리스탈/아이스	Methamphetamine/Meth/Speed/
Crystal/Ice

메탐페라민은	냄새가	없는	백색	또는	황백색의	쓴	맛을	가진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파우더,	알약,	캡슐	또는	큰	결정체의	형태로	다양합니다.	이는	
주로	코로	흡입되어	지지만,	먹거나,	흡연되거나,	주사되어지기도	합니다.	
메탐페라민의	영향은	주로	희열,	성욕	증진,	에너지	증진,	민첩성	증진,	
심장박동	증가,	호흡률	증가,	체온	증가,	부정맥,	식욕	감퇴,	경련성	복통,	발한,	
긴장감,	피해	망상,	그리고	환각	증상을	포함합니다.

엑스터시	MDMA/Ecstasy/E/X	
엑스터시는	환각증상을	일으키는	각성제	입니다.	이	약물은	주로	타블렛	
형태로	판매되나,	캡슐	또는	파우더	형태로	판매되어	지기도	하고	복용되어	
집니다.	투여	양과	최근에	투여한	시간에	따라	보통	엑스터시는	30-60분	
사이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약물은	안락감,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	그리고	
연결감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과열,	메스꺼림,	구토,	이악물기,	
눈경련,	어지러움증,	우울증,	그리고	피로감을	포함합니다.

헤로인	Heroin
헤로인은	신체기능	저하제로써,	우리의	뇌와	신체	사이에서의	메세지	전달을	
늦추게	합니다.	헤로인은	보통	정맥을	통해	주사되어지나,	흡연되어지기도	
하고,	담배나	대마초	안에	첨가되어	지기도	합니다.	과다복용은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를	늦출수도	있고,	호흡장애의	원인이	되어	사망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헤로인	사용을	중단하는것은	어렵고,	매우	괴롭고,	메스껍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금단	증상은	최종	복용	이후	보통	6일에서	24일	사이에서	시작되며,	이는	
일주정도	지속	될	수	있습니다.



겜블링	(도박)	문제
Problem	Gambling

지나친	겜블링은	경제적인	문제와	그에	따르는	스트스를	유발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본인에게	화가	날	수	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않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수면부족과	식욕	감퇴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만약	돈을	빌리게	될	경우	그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과	말다툼	등의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겜블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도박에	관하여	매일	생각한다.
• 기분이	우울해지면	도박을	한다.
•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
• 가족과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도박	하는	것을	숨긴다.
• 
MPGS	(Multicultural	Problem	Gambling	Service	for	NSW)는	다문화인의	
겜블링	문제를	돕기	위해	겜블링을	하는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무료	및	
비밀보장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	합니다.
• 무료	및	비밀보장	전화상담
• 전문적인	일대일	및	가족	상담	(다언어로	상담가능)
• 전화상으로	조언이나	정보제공
• 단체	교육	프로그램
MPGS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00	856	800	(오전	8:30	~	오후	5시)		1800	633	635	(24시	통화가능)	



직장내에서의	폭력
Violence	in	the	workplace

다른	직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성적인	
행동으로	불편한	기분이	들거나	겁이	나는	것은	성폭력	입니다.	즉	손님이	
성적인	학대나	폭력을	가하려고	겁을	주거나	하지	않겠다는	서비스를	강제로	
시킬	경우	우리는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업소들은	손님과	문제가	
생기면	손님편을	들거나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나	
매니저가	폭력을	쓸경우,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겁을	먹기도하며	동료	성산업	
종사자에	의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성노동자	또한	다른	직업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시	연락처	(24시간	통화	가능)
• 000	(긴급	앰뷸런스,	화재,	경찰)
• 131	444	(비응급상황	경찰)
• 1800	737	732	(성폭력)
• 1800	633	063	(성폭력)
SWOP으로	연락	하시면	성노동자에게	친절한	상담가에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SWOP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성노동자에게	친절한	단체	
또는	통역사	찾는	것을	도와	드립니다.

나쁜	손님들	대처	방법	Dealing	with	Bad	Clients
우리는	돈을	받은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도	
손님이	사정하지	못했거나	더	있기를	원하는	경우	우리의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보다는	손님에게	부킹을	연장하길	권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혹	
여러분을	거칠게	대하는	손님을	만날	수	도있습니다.	손님이	내	가슴을	
애무하거나	아래쪽으로	내려	갔을때	아프게	한다면	난	부드럽게	애무해주는걸	
좋아한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여러분을	계속	
거칠게	대한다면,	욕을	하거나	싸우지	말고	방을	빠져나와	매니저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약이나	술에	취한	손님에게	서비스	제공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이	파티	기분에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사나워	지거나	통제를	잃게	되면,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거나,	여러분이	그	방에서	나와야	합니다.	종종	‘너밖에	없다’,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는데	너가	처음이다’	라고하며	콘돔	없는	성관계나	애널	
섹스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말을	믿었다가는	시간이	지나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성노동자마다	받아줄	수	있는	정도와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이는	있지만	콘돔사용과	시간	엄수는	나와	동료	성노동자들을	
위한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나쁜손님	리스트	Ugly	Mug	List
Ugly	Mug(나쁜	손님)란?
•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손님(하지	않겠다는	서비스를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은	성폭력	입니다.)
• 말로	학대하거나	위협하는	손님
• 지불을	거부하거나	우리의	물건을	훔치는	손님
• 콘돔을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을	거부하는	손님
• 성노동자를	몰래	따라	다니는	손님

SWOP에서는	모든	성노동자들이	주의하길	바라며	성노동자의	나쁜	경험을	
제보받아	‘나쁜	손님	리스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나쁜손님	제보시	기재할	내용:
• 사건이	발생한	시간,	날짜,	요일
• 장소	(예:	풀샵,	맛사지샵,	내집,	손님집,	호텔,	클럽	등)
• 발생한	지역	또는	길이름	(예.	스트라스필드,	조지스트릿)
• 성노동자의	성별
• 무슨일이	있었는지
• 손님의	인상착의	(예:	성별,	나이,	키,	체격,	피부나	머리색	등등)
• 손님의	특징	(예:	흉터,	문신,	피어싱,	장신구,	목소리,	특별한	냄새	등)

High Court Rules on Intent in 
HIV Transmission Cases

SWOP Press Release
http://www.swop.org.au/news/high-court-
rules-on-intent-in-hiv-transmission-cases

For more information on the High Court 
decision please go to:
https://www.afao.org.au/news/zaburoni-v-the-
queen-appeal-success#.VwSK4Pl94uU

THE UGLY MUG     

D O  N O T  D I S P L AY  I N  P U B L I C

Issue 104    Autumn 2016
This list is produced as a guide for sex workers, describing types of clients you may 

encounter, and situations that could occur while you are working. The UML makes 

no claims as to the accuracy of the unsubstantiated reports contained herein.

UML

  

 

ภาษาไทย

NEWS

UGLY   MUG   LISTUGLY   MUG   LIST

  

Th
e 

  G
O

O
D

   
N

EW
S

Today the High Court 
rules on intention 

to transmit HIV
6th April, ‘16

Consistent condom use, supplemented 
by regular STI screening, has proven 

30 years in the prevention of the 
transmission of all STI’s, including HIV.

Criminalising HIV transmission does not 
prevent it  from occurring, and many 

health argue that criminal sanctions 
actually increase transmission rates by 
increasing stigma and a reluctance to 
disclose.  

Laws punishing HIV transmission also 
provide a false sense of security, to 
persons who are HIV negative, that 
disclosure will occur, and will often 
endanger the safety of those who do 
disclose.

Alexandra Stratigos from The HIV/AIDS Legal 
Centre (HALC) who assisted in bringing the 
case to the High Court said that the case 
resolved unanswered questions in the 
law as to the meaning of “intent to infect” 
and helped “expose the problems with 
transmission of HIV being dealt with under 
criminal law instead of under public health 
laws”.  HALC is one of a number of legal 
agencies which provide free legal advice to 
sex workers. 

Contact SWOP for more information on free 
legal advice for sex workers.

SWOPConnect 9206 2169
Email  swopconnect@swop.org.au



   

가정내	폭력	Domestic	Violence
가정내	폭력을	저질르는	사람은	아래의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파트너	또는	이혼한	배우자
• 같이	살고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	(De	Facto)
• 가족	멤버
• 간호인	또는	한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폭력	종류	Types	of	violence
• 육체적	폭행	Physical	violence:	처벌,	때리기,	밀기,	숨막히게	하기,	무기	

사용,	신체폭행을	하겠다는	협박	
• 성추행	Indecent	assault:	본의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식기를	

만지거나,	그	사람의	성식기를	만지라고	강요하는	것.

• 성희롱	Sexual	harrassment:	여러분을	난처하게	하거나,	무섭게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본인이	원치않는	다른사람으로	부터의	성적인	코멘트나	
행동

• 스토킹	및	협박	Stalking	or	intimidation:	어떤	사람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하거나	(이메일,	전화,	문자를	통해), 따라다니는	거나	감시를	하는	것.	
협박은	다른	사람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해	하는	행동.

• 정신적/감정적	학대	Psychological/emotional	abuse:	당신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당신이	쓸모없다고	생각들게	만드는	행동.	예) 당신에게	굴욕감을	
주는	외모,	일에	관한	지적,	또는	당신이	성노동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다는	협박.	

• 악담	Verbal	abuse:	욕설,	깔아뭉개기,	놀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회적	
학대는	어떤	사람이	당신이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것을	막으므로써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경제적/제정적	학대	Financial/economical	abuse:	다른	사람이	본인의	
돈이나	다른	자원들을	사용	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행과	성폭력	Sexual	assault	and	violence
성폭행은	당신에게	불편함,	무서움을	주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만약	손님이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성폭력	입니다.	법적으로	성폭력이라고	고려되기	위해서	당신이	
다칠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약물을	투입햇거나	술을	마셨더라도,	
만약에	당신이	어떠한	성행위에	동의를	할	수	없었거나,	동의를	하지않았다면,	
이것은	성폭력	입니다.	성폭행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성노동자들은	경찰에게	
보고할	권리,	카운슬링을	받을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그리고	재정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폭행	서비스는	여러분을	연중무휴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800	424	017
• 카운슬링	제공
• 건강진단	주선	및	지원	
• 의료	치료	주선	예)	임신여부와	성병	테스트
• 법률정보,	법원공정	관련	정보	제공	및	보상	청구를	위한	도움
• 당신을	대신하여	경찰서로	불평	및	항의	전화,	또는경찰이	당신을	인터뷰	

할때의	참석	

경찰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What	can	police	do	for	me?
경찰과	법원은	당신을	즉시	보호해	줄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을	당했거나,	
본인의	안전에	염려가	된다면,	000	(triple	zero)로	전화하세요.	경찰은	
여러분에게	난폭하게	대하거나	협박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보호를	대비해	폭력	주문	검거	(Apprehended	
Violence	Order)를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한국어용)	
http://www.domesticviolence.nsw.gov.au/__data/assets/pdf_
file/0003/251346/1843_Web_Korean.pdf

또는	SWOP으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	9206	2166



응급상황	
Emergency	Contacts

000 (앰뷸런스,	화재,	경찰	응급상황시)

131	444	(Police)

성폭행	그리고	가정	내	폭행	라인
1800 737 732

NSW Rape Crisis Centre 1800 424 017 

Victims	Access	Line	(Sexual	assault	support	
and counselling) 
02	8688	5511	or	1800	633	063	

Mental	Health	Line	24	hour	crisis	support		
1800 011 511

보건	Health

SWOP  
Level	4,	414	Elizabeth	Street,
Surry	Hills	NSW	2010
(02)	9206	2166	or	1800	622	902
swopconnect@swop.org.au
www.swop.org.au

Sexual	Health	Information	Line
1800	451	624
http://www.shil.nsw.gov.au/

Family	Planning	NSW	–	factsheets	in	
languages 
http://www.fpnsw.org.au/index_nes.html

Multicultural	HIV/AIDS	and	Hepatitis	C	
Service
www.multiculturalhivhepc.net.au/

Hepatitis NSW
www.hep.org.au

NSW Health
www.health.nsw.gov.au

NSW	Multicultural	Health	Communication	
Service	(Multicultural	Communication)

http://mhcs.health.nsw.gov.au

ACON

www.acon.org.au	(02)	9206	2000

The	Gender	Centre
www.gendercentre.org.au	

법률	서비스	Legal	services
 
NSW	Community	Legal	Centre
www.clcnsw.org.au

Inner City Legal Centre
www.iclc.org.au

HALC
www.halc.org.au

Welfare Rights Centre
www.welfarerights.org.au/organisations/
nsw

LawAccess NSW
www.lawaccess.nsw.gov.au

정부서비스	Government	services

Medicare,	Centrelink	
https://www.humanservices.gov.au/
customer/information-in-your-language/
korean

Work Cover NSW
http://www.swop.org.au/sites/default/files/
OH%26S_guidelinesForBrothels_Korean.pdf
SafeWork	NSW	13	10	50.
www.workcover.nsw.gov.au

NSW	Anti-Discrimination	Board
www.lawlink.nsw.gov.au/adb

Information	about	City	of	Sydney	
http://www.cityofsydney.nsw.gov.au/
community-languages/korean



성건강	센터
Sexual	Health	Centres	

Sydney Sexual Health Centre 
Sydney Hospital 
Nightingale Wing 
Macquarie	Street	
Sydney	2000	
(02)	9382	7440
이	곳은	성노동자에게	친절한	클리닉	중	
하나	입니다.	

Kings Cross
Kirketon Road Centre 
Victoria Street (entrance) 
(02)	9360	2766

Clinic	180	
180	Victoria	Street
(02)	9357	1299

Camperdown
RPA Sexual Health Clinic
16 Marsden Street,
Camperdown NSW 2050
(02) 9515 1200
이	곳은	성노동자에게	친절한	클리닉	중	
하나	입니다

Kogarah
Short Street Centre 
Sexual	Health	Clinic,	St	George	Hospital	
Ground	Floor	-	Prichard	Wing	
Short Street 
Kogarah	2217	
(02)	9113	2742
이	곳은	성노동자에게	친절한	클리닉	중	
하나	입니다.

Parramatta
Western Sydney Sexual Health Service
Parramatta	Health	Service
162	Marsden	Street
Parramatta	2150
(02)	9843	3124	
이	곳은	성노동자에게	친절한	클리닉	중
하나	입니다

Liverpool
Liverpool Sexual Health Clinic 
Bigge	Park	Centre	
Cnr	Elizabeth	&	Bigge	Streets	
Liverpool	2170	
(02)	9827	8022

St Leonards
Clinic	16
Royal	North	Shore	Community	Health	
Centre
Level	5,	2C	Herbert	Street
St	Leonards	NSW	2065
Ph:	(02)	9462	9500
이	곳은	성노동자에게	친절한	클리닉	중	
하나	입니다

성폭행	또는	성폭력	
Sexual	Assault	or	Violence

NSW Rape Crisis Centre & National Sexual 
Assault,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Line
www.nswrapecrisis.com.au/ContactUs.aspx

Domestic	Violence	Line
www.domesticviolence.nsw.gov.au/

알콜올과	다른	약물	
Alcohol	and	other	drugs	

SMART
www.smartrecoveryaustralia.com.au

NUAA
www.nuaa.org.au

ACON NSP
www.acon.org.au/nsp	(02)	9206	2000



South Australia
SIN
276	Henley	Beach	Road,	
Underdale	SA	5032
(08)	8351	7626
www.sin.org.au

Western Australia
Magenta
122	Aberdeen	Street,
Northbridge	WA	6003
(08)	9328	1387
www.magenta.org.au

Northern	Territory	
SWOPNT
46	Woods	Street,	
Darwin	NT	0800
(08)	8944	7777

성노동자	기관	
Sex	Worker	Organisations	

Scarlet	Alliance,	
Australian Sex Workers Association
203/1	Erskineville	Road,	
Newtown	NSW	2042
Phone:	(02)	9517	577
www.	scarletalliance.org.au	Australian	

New South Wales
SWOP  
Level	4,	414	Elizabeth	Street,
Surry	Hills	NSW	2010
(02)	9206	2166	or	1800	622	902
swopconnect@swop.org.au
www.swop.org.au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SWOP	ACT/AIDS	Action	Council
Havelock	House	(Gould	St	entrance)
85	Northbourne	Avenue,
Turner,	ACT	2612
(02)	6257	2855

Queensland
Respect
28	Mein	Street,	
Spring	Hill	QLD	4000
(07)	3835	1111
www.respectqld.org.au

Victoria
RhED
10	Inkerman	Street,	
St	Kilda	VIC	3182
1800	485	752
www.sexworker.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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