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4층  Elizabeth Street, Surry Hills NSW 2010  
편지 보낼 주소: PO Box 1354, Strawberry Hills NSW 2012

전화: (02) 9206 2166  
무료전화: (1800) 622 902 (NSW주 안에 있는 시드니 이외의 도시)

Fax: (02) 9206 2133

Email: infoswop@acon.org.au

연락 가능한 날짜와 시간: 
월요일,화요일,목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6시)

www.swop.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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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WORKERS OUTREACH PROJECT

“I know 
you don’t like 

to use condoms but 
lay back, relax and 

I’ll show you that you 
can enjoy with condoms.”

:아이 노 유 돈 라이크 투 유즈 

콘돔 벗 레이 백,릴렉스 앤 아이 

윌 쇼 유 댓  유 캔 엔조이 위드 

콘돔.

:나는 당신이 코돔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한다는걸 압니다. 

그러나 긴장을 풀고 편하게 

누우면 내가 콘돔을 

사용하고도 즐길 수 

있다는걸 보여줄께요.
“No condoms, 

no any kind of sex.”

:노 콘돔,노 애니 카인드 오브 섹스.

:코돔 없이는 어떤 종류의 섹스도 안됨.

“Darling, 
the service is for 

you. The condom is for your 
girlfriend/wife or boyfriend.”

:달링,더 서비스 이즈 퍼 유. 더 콘돔 이즈 퍼 

유어 걸프렌드/와이프 오어 보이프렌.

:자기야,서비스는 당신을 위한거구 콘돔은 

당신 여자친구/부인 아님 남자친구를 

위한거야.

“We don’t 
have to use a condom 

if all you want is a massage and a 
chat”

:위 돈 해브 투 유즈 어 콘돔 이프 올 유 원트 이즈 

어 마사지 앤 어 챗.

:우리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만약 

당신이 원하는 전부가 마사지와 

대화하는거라면..

Produced by

자금지원

안전하지 않은 구강성교
성노동자가 주는 성노동자를 위한 정보

성노동자들은 똑똑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안전한 
성관계를 가질수 있을만큼 
똑똑합니다.

여기에는 손님에게 시도해 
볼만한 것에 대한 다른 
성노동자들의 몇까지 
제안이 있습니다.

“You’re the 
10th customer who’s asked me 

for that today.”

:유아 더 텐스 카스트마 후즈 아스크드 미 퍼 댓 투데이.

:당신이 오늘 나한테 그걸(안전하지 않은 섹스 

등등) 물어본 열번째 손님이에요.

“I don’t do 
unsafe sex with anyone. 

Not even for extra money.”

:아이 돈 두 언세이프 섹스 위드 애니원. 낫 이븐 

퍼 엑스트라 머니.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누구하고도 안전하지 

않은 섹스는하지 않아요.

“Don’t you 
worry I might had done 

unsafe oral with someone who has 
STI and I could pass it on to you.”

:돈 유 워리 아이 마잇 해드 던 언세이프 오럴 위드 

썸원 후 해즈 에스티아이 앤 아이 쿠드 파쓰 잇 온 유.

:내가 어쩌면 성병(STIs)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전하지 않은 구강성교 를 했고 그것을 당신에게 

옮길 수 있다는게 걱정되지 않나요?

“Rubber really turns me on.”

:럽버 리얼리 턴스 미 온.

:고무가 날 진짜 흥분 시켜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걸까?”

“왜 어떤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은 오럴을 하는 걸까?”

SWOP은 요즘 우리 
성노동 산업에서 
안전하지 않은 오럴 
섹스(구강성교)
를 강요받는 것이 
늘고 있다는걸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안전하지 않은 오럴 섹스(내츄럴 프렌치)에 
대해SWOP은 이것은 위험을 안고있는 태도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ㅡ위험을 최소화 
합시다!
우리는 여러분이 일을 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오럴 섹스를 할때는 다른 종류의 
섹스를 할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콘돔을 
사용하길 권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때 여러가지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모든 선택권을 비교할때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오럴 섹스를 할때 가끔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오럴로 인해 
실제로 전염성이 있는 성병(STIs)에 걸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럴을 할때 콘돔을 사용하는것은 나중에 
일할때 또는 손님을 만날시 여러분을 강한 
입장에 놓이게합니다.
즉, 여러분은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오럴의 결과는 무엇인가?

당신이 일하는 숍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오럴을 하고 주인 역시 그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경험이 많고 
성노동 산업에 관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는것 같아 보이는 한 성노동자가 
말 합니다; 걱정 할께 하나도 없어. 모든 
손님에게 하자. 왜 안하는 거지?

이것에 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병에 감염된다면 여러분은 
한동안 일을 못할 것이고 그것은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육안으로 성병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모른다면 저희 SWOP 
사무실로 오시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를 해도 
됩니다.(저희 연락처는 이 팜플렛의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행복고 안전하게 일하길 
바랍니다!  

“왜 항상 안전한 서비스를 하는 
성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은 성노동자들을 
싫어할까?”

만약 한 성노동자가 내츄럴 서비스를 하면 
그 손님은 모든 성노동자들이 오럴을 할때 
콘돔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와 앞으로도 다른 
성노동자들의 일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는 거절하고  같은 
서비스에 관해 같은 금액을 받도록 하세요. 
우리는 다른사람과 우리 스스로의 일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콘돔없이 ‘sucking a dick’
구강성교을 하면 어떤 위험이 
따르나요?”

직업과 관련된 건강과 안전- 일할때 
안전을 위한 여러분의 권리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직장,서비스,손님을 
가능한 한 계속해서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럴을 할때 콘돔을 포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다른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 또는 일 하는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직업과 관련된 건강과 안전(OH&S)에 관해서 
위험이 따른다면 아무도 성노동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화 받는 사람이나 리셉션은 
성노동자들이 직업과 관련된 건강과 안전
(OH&S)의 지원안에 일 해야하는 법적인 
입장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성노동자들의 입장에서서 성노동자에게 
안전하지 않은서비스를 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츄럴 프렌치를 광고하는 성노동 
업소 또는 전화로 손님에게 홍보하는 성노동 
업소들은 OH&S의 지침 밖에 있습니다. ‘
아는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Syphilis (매독) – 매독은 증상이 나타나 
있을때에는 오럴섹스를 통해 쉽게 옮깁니다.
그렇지만 거의 아프지 않을 수 있고 쉽게 
알아채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Chlamydia (클라미디아) – 오럴 섹스를 
남자하게 할 경우 양쪽 모두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Hepatitis A (A형 간염) – 입과 항문이 접촉시 
옮을 수 있습니다.(rimming:’리밍’은 혀로 
항문과 항문 주위를 핥거나 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전하지 않은 오럴 섹스를 
한다면 성병(STIs) 검사를 할때 목 안쪽 (
목구멍)도 검사하세요.
성병(STIs)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SWOP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www.swop.org.au

안전하지 않은 오럴 섹스로 인한 손실 
안전하지 않은 오럴 서비스로 엑스트라 20
달러를 받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쉬거나 의사를 만나고 약값이 
드는 등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성병(STIs)은 안전하지 않은 오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성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Gonorrhoea (임질) – 안전하지 않은 오럴을 
남성에게 할 경우 양쪽 모두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Herpes (헤르페스) – 오럴 또는직접적인 
성관계 모두 파트너에게 옮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옮기게 됩니다.

HPV (Genital Warts) (항문이나 성기 
사마귀 (인체유두종 바이러스) – 분비물이 
아닌 피부의 접촉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입안과 목구멍에 암이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콘돔이나 댐의 사용은 위험을 감소 시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