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고객  
 
성 노동자로서, 때때로 시스 여성 고객을 만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 고객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다음은 여성 고객에 대한 성병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들입니다. 
 
 
모든 질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성병 검사를 
할때는 모든 질을 동일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시스 여성 (즉, 출생시 여성으로 태어난 여성 
'AFAB') 또는 트랜스 여성 (의학적 개입의 결과로 
질이 형성된 여성)에 대한 성병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음순 주름과 질 입구에서 
성병의 눈에 띄는 징후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남성 고객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문화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위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약의 필수적인 절차로서 검사에 
직면했을 때 여성이 이를 더 개인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에로틱한 마사지와 손 마사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성병을 확인하는 데 
리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조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들의 질을 손으로 
애무하는 동안 그들의 사타구니 부분을 빛이 
있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질 입구의 음순을 열어 젖힙니다. 약간의 
윤활제를 사용하여 과도한 분비물과 축적된 
점액을 닦아내고 신선한 질 분비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비물은 
맑고 투명한 흰색이어야 하며 불쾌한 냄새가 
없어야합니다. 

찾아야 할 것: 

● 분비물이 있는 염증. 여드름은 면도 또는 
왁싱, 즉 피부속으로 파고들어가는 내성 
모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진(뾰루지), 덩어리 및 돌기. 

● 피부가 상처난 경우, 찰과상을 입은 허벅지. 
● 종기처럼 보이는 헤르페스. 

● 질에서 나오는 강한 냄새가 나는 분비물. 

“성병의 징후가 있는 경우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음 또는 섹스 토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예약이 반쯤 완료된 

단계이고 고객에게 환불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댐 

댐은 일반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댐은 핥기전에 생식기(질 또는 항문)에 가로 질러 
댈 수 있는 얇은 라텍스 시트입니다.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댐에 관한 Respect Inc의 
안내책자를 확인하십시오. 콘돔처럼, 제대로 
사용하면 성관계를 방해하거나 분위기를 깨지 
않습니다. 댐도 매우 관능적이고 섹시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 

여성 고객을 만나는 남성 성 노동자라면 안전 
전략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현금을 받고 출장 서비스를 하는 경우 주변을 
확인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성 성 노동자들의 경우 고객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예약에서 동일한 안전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질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성병검사에 
관해서는 모든 질을 동일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본 안내책자의 모든 자료는 정보용으로 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이나 지침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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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 Inc 연락처: 
 
Brisbane 사무실 
28 Mein Street 
Spring Hill QLD 4000 
07 3835 1111 (전화) 
 
Gold Coast 사무실 
Level 1, 3 Davenport Street 
Southport QLD 4215 
0401 969 223 (전화) 
 
Cairns 사무실 
7/24 Florence Street 
Cairns City QLD 4870 
07 4051 5009 (전화) 
 
Townsville 사무실 
118a Charters Towers Road 
Hermit Park Townsville QLD 4812 
07 4724 4853 (전화) 
 
www.respectqld.org.au 
info@respectqld.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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