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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Introduction  

 

성노동자들을 위한 Respect Inc 워크샵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워크샵의 목적은 성노동자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워크샵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도 있고, 혹은 

필요하고 관련된 섹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직무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본 

워크샵을 통해 성서비스 제공에 대한 유용한 아이디어와 테크닉을 전달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알리기 원하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전화 혹은 

이메일(info@respectqld.org.au)로 연락하거나 Respect Inc 사무실을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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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성관계- Safer sex 

 

안전한 성관계란 체액(정액, 혈액, 월경 혈액 혹은 질액)을 교환하지 않는 성관계를 말합니다. 안전한 

성관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교 없는 성관계 

 항문, 질, 구강 성관계 시 콘돔 사용 

 항문이나 질에 구강을 접촉할 때 댐 사용 

 질이나 항문에 손이나 손가락을 넣을 때 장갑 사용 

 

많은 성노동자분들은 고객들에게 키스를 하지 않습니다. 키스는 포진(입술 물집) 등의 감염을 전파할 

위험이 다소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사업 자산입니다! - A healthy body can be our best business 

asset! 

 

성노동자로서 우리는 즐거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고객들을 성적으로 자극시키고 흥분시키면, 

고객들은 더 빨리 사정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 몸이 덜 상하게 됩니다. 고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성관계 전략을 사용하면서 성관계를 즐길 수 있는 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지역사회에 안전한 

성관계를 알리는 교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노동자분들은 일터에서의 성관계와 가정에서의 개인적인 성관계를 구분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키스를 하지만 일을 할 때는 키스를 하지 않기, 일을 할 때만 특정한 

의복을 착용하기,  일을 할 때 가발을 착용하기, 일을 할 때는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기 등의 

전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보건 문제로 인해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한 성인 용품들의 예- Safer sex supplies include 

 

 남성 콘돔 

 라텍스 무첨가 콘돔  

 여성 콘돔 

 댐 

 장갑 

 윤활제 

 손가락 깍지 

 스폰지 

 다이아프램 

 

남성 콘돔- Male condoms 

 

콘돔은 라텍스나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얇지만 튼튼한 피막 모양의 덮개입니다. 콘돔 사이즈는 

49 밀리미터(소형)부터 57 밀리미터(대형)까지 다양합니다. 콘돔은 성관계 중 임신 및 성병(SIT) 감염 

위험을 줄여줍니다. 콘돔은 질, 항문, 구강 성교 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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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사용법 - How to use a condom 

 

 콘돔 포장지에 적힌 제품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유효기간이 지난 콘돔은 찢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십시오. 

 고객이 가져온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고객이 콘돔을 안전하게 보관했는지 혹은 고객이 의도적으로 콘돔을 손상시켰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콘돔 포장지를 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손톱으로 콘돔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가위를 사용하면 콘돔을 자르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가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콘돔을 발기된 음경에 착용해야 합니다.  

 콘돔을 사용하기 전에, 콘돔 끝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공기를 빼내줍니다. 그러면 정액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됩니다.  

 콘돔을 착용하기 전에 안쪽 끝 부분에 소량의 윤활제를 발라줍니다. 그러면 고객이 더 큰 

흥분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콘돔을 착용할 때, 콘돔의 말려있는 부분을 음경 머리에 놓고 말려있는 부분을 아래 쪽으로 

풀면서 내려줍니다.  

 콘돔 바깥쪽에 윤활제를 발라주면 흥분을 더 느끼도록 해주며 콘돔 손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오일 윤활제는 콘돔을 약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수분이나 실리콘 윤활제를 사용하십시오.  

 고객이 사정한 후에는, 콘돔 아래 부분을 단단히 잡고 천천히 당겨내십시오. 콘돔을 벗겨낸 

후에는 폐기하십시오. 콘돔을 티슈에 말아서 쓰레기 통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콘돔을 

변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고객과 다양한 형태의 성관계를 할 때, 매번 새로운 콘돔을 사용해야 합니다.  

 콘돔을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구강 성관계에 사용했던 콘돔을 다른 형태의 성관계를 할 때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고객이 오랫 동안 사정하지 않을 때에는 콘돔을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콘돔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돔을 차, 지갑 혹은 가방에 보관하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콘돔 사용법 http://www.health.qld.gov.au/sexhealth/movies/condom.swf 

 

여성 콘돔 - Female condoms 

 

여성 콘돔은 헐렁하게 착용되는 주머니 모양의 콘돔으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 졌으며 윤활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성 콘돔은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질에 삽입하며, 삽입할 때는 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약 15cm 이며, 고정 시켜주는 2 개의 고리가 달려있습니다. 여성 콘돔은 일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콘돔은 정액이 질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피임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성병(SIT)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http://www.health.qld.gov.au/sexhealth/movies/condom.s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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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콘돔(페미돔) 사용법 - How to use a female condom (femidom)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폐기하십시오.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 최대 8 시간 이전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콘돔을 삽입할 때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예를 들어, 양쪽 다리를 벌리고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벌리고 침대에 눕거나, 혹은 서서 한쪽 다리를 의자나 침대에 올리십시오.  

 막힌 부분쪽의 안쪽 고리를 잡고, 최대한 질 안쪽으로 삽입합니다.  

 바깥쪽 고리는 질 바깥쪽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성교를 할 때, 음경을 콘돔 안으로 조심스럽게 삽입합니다. 

 윤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에는, 정액이 새지 않도록 바깥쪽 고리를 돌리면서 콘돔을 빼냅니다.  

 여성 콘돔과 남성 콘돔을 동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찰로 인해 둘 중 하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사용하십시오.  

 여성 콘돔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콘돔 손상 시 대처방법 - What to do if the condom breaks 

 

 침착하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음경을 즉시 빼내십시오.  

 물로 질, 항문 혹은 음경 바깥 부분을 씻어냅니다.  

 비누나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관주를 하지 마십시오. 

 소변을 시도하십시오.  

 화장실에 웅크려 앉아서 배 근육을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질이나 항문으로부터 정액을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그 날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마십시오.  

 콘돔 손상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될 경우에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의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사후 노출 예방(PEP) - Post exposure prophylaxis (PEP) 

 

콘돔이 손상되어 HIV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빨리 의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위험 요소가 

평가된 후에는 PEP(사후노출예방)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장될 것입니다. 이 치료는 위험에 노출된 후 

24 시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노출된지 3 일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치료를 위해서는 

4 주 간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가지 HIV 방지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 치료는 다른 성병 감염을 

예방해주지 않습니다. 치료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면 HIV 감염 위험을 줄여줍니다. 다소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 치료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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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피임 - Emergency contraception 

 

콘돔이 손상되어 임신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응급 피임약(모닝아프터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임신 위험에 노출된 지 72 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그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댐 - Dams 

 

댐은 작고 얇은 라텍스로 만들어졌으며 구강 성관계를 위해 사용됩니다. 댐은 체액 교환을 방지해주며, 

항문이나 질을 통한 STI 감염을 예방해줍니다.  

 

댐 사용법 - How to use a dam 

 

 포장지에 적힌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댐이 찢어졌는지 혹은 구멍이 났는지 확인하십시오.  

 댐을 질이나 항문에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댐의 한쪽 면만 사용하십시오.  

 한번에 한 개의 댐만 사용하고,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댐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구강 성교를 받는 사람이 흥분을 더 많이 느끼게 하려면, 댐에 윤활제를 발라서 가장 예민한 

성기 부분 부분에 닿도록 합니다.  

 

윤활제 - Lubricant 

 

윤활제는 성관계 중 마찰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젤이며, 수분이나 실리콘으로 만들어집니다. 때때로 

오래 지속되는 성관계 중에 윤활제가 말라버릴 수 있으므로 윤활제를 여러 차례 발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분 함유 윤활제는 마사지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분 윤활제는 오일 처럼 시트에 

얼룩을 남기지 않습니다.  

 

안전한 성인용품 구입처 - Where to get safer sex supplies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크실로카인 - Xylocaine 

 

크실로카인(Xylocaine)은 젤이나 크림 형태로 된 마취제로서, 바르면 그 부분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일부 성노동자들이 질이나 항문 성교를 위해 사용하긴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을 

http://www.respectqld.org.au/services/supplies/supplies-for-sex-work
http://www.respectqld.org.au/services/supplies/supplies-for-sex-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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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통증을 느낄 수 없지만,  몸의 조직이 손상되고 찢겨지는 것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할 경우에는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의료 

조언을 권장해드립니다.  

 

섹스 토이 - Sex toys 

 

딜도, 바이브레이터, 벗플러그, 쇠고랑, 채찍, 잠금쇠, 수갑 등 구입할 수 있는 섹스 토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섹스 토이를 세척할 때에는 세제를 첨가한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이브레이터에 콘돔을 사용하면 세척하기가 쉬워집니다. 콘돔을 사용했을 지라도 사용 후에는 항상 

세척해야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섹스 토이에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보건 검진 - Sexual health checks 

 

퀸즈랜드 보건, 성보건 서비스(Queensland Health, Sexual Health Services:SHS)에서 무료로 성보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성보건 서비스 기관에서는 메디케어 카드가 필요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본명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직원이 여러분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야 할 때를 

대비하여 정확한 연락처를 요구할 것입니다. 가족계획 보건소 및 대다수의 GP 의사들도 우리가 

성보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각 클리닉 마다 운영 형태가 다르므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성보건 클리닉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웹사이트 http://www.health.qld.gov.au/sexhealth/help/default.asp 를 참조하거나 해당 

지역이나 가까운 Respect Inc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성보건 인증서 - Sexual health certificates 

 

인가된 매춘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노동자들은 법에 의해 3 개월 마다 성보건 검진을 받도록 요구됩니다. 

검진이 끝나면 의사나 간호사가 검진 확인증을 제공하고, 검진을 실시한 임상의가 그 확인증에 서명을 

해줄 것입니다. 이 확인증은 검진 중에 명백한 STI 증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인가된 매춘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STI 증상을 나타내거나 STI  양성으로 검진되면 즉시 치료를 받게 

되며, 특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될 것입니다. 이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담당 임상의가 검진 확인증 날짜를 치료 이후의 날짜로 연기할 것입니다. 

인가된 매춘업자가 성노동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유효한 인증서 없이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HIV 진단을 받으면, 클리닉에서는 법적으로 인증서를 발행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http://www.health.qld.gov.au/sexhealth/help/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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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성적 노동에 종사하기 위해 인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정기적으로 

성보건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보건 검진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마다, 콘돔이 손상된 후에, 

혹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때 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검사 - Checking a client 

 

눈을 뜨고, 불을 켜십시오! 

 

성노동자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을 검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객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검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부킹을 시작할 때 샤워를 하면서 검사를 하기도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바지를 벗도록 

하여 고객을 검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성병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감염 증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안전한 성관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 고객들은 특히 성병이 있더라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객의 성기를 보면 명백한 감염 증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모로 덮여진 부분을 포함하여 

성기 주변에 혹, 부스럼 혹은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젖을 짜내는 동작으로 음경을 만져서 

노란색이나 흐린색의 액체가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STI 섹션에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은 STI 감염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심쩍은 증상이 확인될 때에는 부킹을 

취소하거나, 손애무나 스트립 등과 같이 위험이 적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콘돔 및 댐은 STI 전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콘돔은 성기 전부위를 커버하지 않으며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혹이나 부스럼은 STI 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불편하다면 서비스를 거절하고 고객에게 

의료 조언을 구하도록 조언해주십시오.  

 

성노동자로서 우리는 의료전문가가 아니며 STI 를 진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위험을 

피하여 우리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기타 성보건 정보 - Other sexual health information 

 

남성 성노동자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 - Tips for male workers 

 

 성기 및 항문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 부위에 향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경, 항문, 음낭 및 주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는지,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 혹은 혹이나 

상처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자신의 몸을 잘 알고 있으면 몸에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콘돔으로 인해 음경이나 항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면, 윤활제를 더 많이 사용해보십시오. 

혹은 라텍스와 관련된 알레르기를 고려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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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경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고객을 응대한 후에 음경의 피부를 잡아 올려서 피부 아래 부분과 

음경 머리 부분을 씻으십시오.  

 음경 부분을 씻은 후에는 물기를 잘 말리십시오. 물기로 인해 박테리아나 곰팡이 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은 근무 시간 동안 더 많은 고객들을 응대하기 위해서, 고객을 만날 때 마다 

사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이아그라와 같은 정력제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보다는 음경고리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항문 성교를 받을 경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장을 비우거나 좌약이나 관장제를 

이용하면 더욱 편안합니다.  

 

성전환*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 수술전 - Tips for male to female trans* workers, pre 

op 

 

 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 노동자분들은 남성 노동자들을 위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음경을 터킹, 테이핑 혹은 스트래핑 하는 경우에는 마찰에 주의하고, 비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장시간 지속되지 않도록, 부킹이 들어온 후에 터킹과 스트래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일론 속옷은 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면으로 된 속옷을 착용하도록 하십시오. 가능한 고환 

부위를 건조하게 유지하면 박테리아 감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기 부위를 면도할 때 상처를 내지않도록 주위하십시오. 이런 상처를 통해 신체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 수술 후 - Tips for trans* women, post op 

 

 인공 질은 자연적인 정화 및 세척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씻어내립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관주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욕조에 약한 소금물(물 500 밀리리터 당 소금 1 테이블스푼)을 담아서 질을 씻은 후 깨끗한 

물로 헹굽니다.  

 누관이 생기면 근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소금 물로 목욕을 하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누관 회복은 최대 12 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 - Tips for female workers 

 

스폰지, 생리주기와 업무 - Sponges and working with your period 

 

 생리주기에 일을 할 때에는 스폰지가 효과적입니다. 스폰지는 소량의 생리혈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고객은 생리기간인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Page 11 of 28 
 

 고객은 콘돔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폰지와 질벽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폰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용 스폰지(밀폐 포장지에 

담겨 있음)이며, 다른 하나는 해면 스폰지입니다. 미용 스폰지는 물에 적신 타입과 건조한 

타입이 있습니다.  

 건조한 상태에는 지름이 약 3 센티미터 정도이지만, 물에 적신 후 물기를 짜내고 삽입하면 매우 

작아집니다.  

 생리양이 많은 날에는 스폰지가 생리혈을 완전히 다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홍색이나 빨간색 콘돔을 사용하면 새어나온 혈액을 감출 수 있습니다.  

 한 일이 끝날 때 마다 스폰지를 교환해야 합니다.  

 성교 후에 스폰지가 깊이 밀려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 다리를 

벌리고 눕거나 샤워실에 웅크려 앉으면 스폰지를 빼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폰지를 제거할 

때 손톱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스폰지를 빼낼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 성보건 클리닉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스폰지에 치실을 감아서 부드러운 탐폰을 만들면, 일이 끝난 후 치실을 당겨서 스폰지를 더욱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프램 - Diaphragms 

 

 다이아프램은 라텍스로 만들어진 반구 형태의 덮개이며, 경부 부위를 덮어서 정자 진입을 

차단하는 방벽역할을 합니다.  

 다이아프램은 일반적으로 피임을 위해 사용되지만, 일부 성노동자분들은 콘돔이 손상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이아프램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스폰지 대신에 소량의 생리혈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이아프램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있는 성보건 의사나 간호사가 적절하게 

맞춰주어야 합니다.  

 몸무게가 줄거나 늘어나면, 다이아프램도 바꿔주거나 다시 맞춰주어야 합니다.  

 다이아프램은 성병(STI)을 예방해주지는 않습니다.  

 

성접촉을 통해 전달되는 감염 (성병: STI) - Sexually transmissible infections (STIs) 

 

STI 는 성관계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감염입니다. STI 에 감염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때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란 음경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항문, 구강, 질 성교, 그리고 질이나 항문에 댐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구강 성교를 

말합니다.  

 

일부 STI 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 어떤 STI 는 어떤 신호나 증상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TI 에 

감염된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 STI 는 약으로 치료될 수 있지만, 다른 STI 는 신체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몸이 불편하거나 어떤 증상이 나타나거나 우려가 되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거나 성보건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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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의 종류 - Types of STIs  

 

그림을 보시려면, STI 를 클릭하십시오 

 

일반적 정보 및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HIV/AIDS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

ses/hivAndAids_fs.asp 

 Hepatitis A형 간염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ViralInfections/hepatitisA

_fs.asp 

 Hepatitis B 형 간염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ViralInfections/hepatitisB_

fs.asp 

 Hepatitis C 형 간염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ViralInfections/hepatitisC

_fs.asp 

 Genital herpes 음부 포진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

ses/genitalHerpes_fs.asp 

 Syphilis 매독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

ses/syphilis_fs.asp 

 Gonorrhoea 임질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

ses/gonorrhoea_is.asp 

 Chlamydia 클라미디아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

ses/chlamydia_fs.asp 

 Genital warts 음부 사마귀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

ses/genitalWarts_fs.asp 

 Molluscum 전염성 연속종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

ses/molluscumContagiosum_fs.asp 

 Donovanosis 서혜 육아종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

ses/donovanosis_fs.asp 

 Trichomonas 트리코모나스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Parasites/trichomonas_fs.

asp 

 Thrush 아구창(칸디다 혹은 칸디다스)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FungalInfections/thrushC

andidiasis_fs.asp 

 Pubic lice (crabs) 음모이/사면발이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

ses/pubicLiceCrabs_fs.asp 

http://www.respectqld.org.au/information/sti-images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hivAndAid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hivAndAid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ViralInfections/hepatitisA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ViralInfections/hepatitisA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ViralInfections/hepatitisB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ViralInfections/hepatitisB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ViralInfections/hepatitisC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ViralInfections/hepatitisC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genitalHerpe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genitalHerpe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syphili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syphili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gonorrhoea_i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gonorrhoea_i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chlamydia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chlamydia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genitalWart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genitalWart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molluscumContagiosum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molluscumContagiosum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donovanosi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donovanosi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Parasites/trichomona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Parasites/trichomona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FungalInfections/thrushCandidiasi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FungalInfections/thrushCandidiasi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pubicLiceCrab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SexuallyTransmittedDiseases/pubicLiceCrabs_f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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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bies 옴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Parasites/scabies_fs.asp 

 Tinea / Ringworm 완백선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FungalInfections/tineaRin

gworm_fs.asp 

 

 

정서적 웰빙 - Emotional wellbeing 

 

자신의 건강 돌보기 - Looking after your health 

 

성노동자들은 특히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그 누구보다도 고객들과 높은 수준의 육체 관계를 나누기 

때문에 건강한 웰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노동자분들은 건강한 외모, 좋은 

기분, 성적인 건강을 유지해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고객들과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은 정서 건강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졸리고 피곤함 

 정기적으로 감기 독감, 기관지 및 폐 감염에 걸림 

 불안감이 지속됨  

 뾰루지 그리고/혹은 여드름이 생김 

 투통이나 편두통이 지속됨  

 입술염증이나 포진이 생김 

 습진이나 마른버짐이 나타남 

 수면을 취하기 어려움 

 수면을 너무 많이 취함 

 눈 밑 주름이나 다크서클이 더욱 심해짐 그리고/혹은 눈이 부음  

 천식 발생 

 이례적인 타박상  

 아구창이나 요도 감염 재발  

 불규칙적인 생리주기 

 압도감을 느끼거나 우울함 

 슬픈 감정을 느끼고 정기적으로 눈물을 흘림 

 화가 나고, 아무도 나를 원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낌 

 낮은 자존감 

 고객과의 부킹을 연기함 

 일을 하지 않을 구실을 만들어냄  

 술을 많이 마심 

 약 복용량 증가  

 기타 약물 사용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Parasites/scabies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FungalInfections/tineaRingworm_fs.asp
http://access.health.qld.gov.au/hid/InfectionsandParasites/FungalInfections/tineaRingworm_f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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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증세는 더 복합적인 의료 문제를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세가 

지속되면 의료 전문가에게 검진을 받으십시오.  

 

정서적 웰빙 전략 - Emotional wellbeing strategies 

 

우리 몸은 특정한 양의 수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일을 끝낸 후에 기분을 전환하고 머리를 식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평온함을 느끼고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는 

시간과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주일 내내 하루 24 시간 동안 일할 수 없습니다.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6-8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스트레스가 되는 일들을 파악해서, 해로운 

스트레스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과 가정(혹은 사교활동)을 분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몇몇 성노동자분들이 활용하는 전략들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터에서 가명을 사용함  

 일터에서는 외적 성격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인 것 처럼 행동함 

 일터에서는 집에서 입지않는 특정한 의복을 착용하거나 화장법을 다르게 함.  

 일터에서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콘돔을 사용함 

 일터에서 가발을 착용함  

 

때때로 우리는 너무 바쁘거나 일이 많아서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업무 시간에도 정기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서 적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성취했을 때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상을 주면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야간에 장시간 실내에서 일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낮 시간에 외출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매일 야외에 나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노동자들 중 어떤 분들은 부킹 중에 마치 상담원이 된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종종 

정서적 정신적으로 도전이 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한계선을 무너뜨리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혼란스럽고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적 상태는 신체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한계선을 정해서 자신의 정서적 신체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돌봄으로써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친구, 동료 그리고/혹은 카운셀러와의 대화를 정서 건강 전략으로 활용합니다. 혼자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대화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립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최소 1 명)과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역 내 Respect Inc 사무실에 방문해서 당당하게 마음을 터놓으십시오. Respect 에 있는 우리는 

모두 자랑스러운 성노동자 동료들입니다! 잠시 들려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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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 협상 - Negotiating the booking 

 

우리는 고객을 처음 접하는 순간부터 방을 나설 때까지 서비스를 협상하고 또 재협상합니다.  

 

고객과 처음 이야기 할 때, 서로 질문을 하고 만남이 이루어질 방식에 대한 약정과 조건을 정합니다. 첫 

대면 시에 더 효과적으로협상을 하고 고객과 한계선을 더 잘 정하면, 기본 규칙이 정해지고 부킹이 

더욱 쉬워집니다.  

 

우리는 서비스  가능 시간, 제공되는 서비스 및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내역, 고객이 추가적으로 원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협상하고 한계선을 정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킹 전에 추가 서비스에 대해 협상을 하면 기대와 한계선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가 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서비스 중에 고객을 

저지시키면 고객은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돈을 받으면 부킹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걱정 없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서적, 재정적, 정신적, 신체적 한계선을 정하면, 우리가 정한 약정과 가격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고객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한계선을 정하고 그 

한계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협상은 부킹 중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받기, 고객이 샤워를 하도록 요구하기, 

고객에게 몸을 더듬는 행동, 깨물기 혹은 난폭한 행동을 멈추도록 요구하기 등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협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때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자신감 있게 고객과 재협상을 

하고 고객의 초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서 상황을 통제하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번 하다보면 협상이 쉬워지고,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더 얻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데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협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안을 주지 않고 고객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두를 애무해주기 보다는 엉덩이를 만져주는게 더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안 없이 

행동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주지 않고 무조건 특정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을 할 때에는, 고객의 초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하면서도 애교 있게 요구를 하고, 고객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고객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드십시오.  

 

호주 성노동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 Common terms used in sex work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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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번역된 용어 정의 

Oral sex 구강 성관계  성기나 항문에 구강으로 하는 성적 

접촉. 펠라티오,쿤닝굴리스 혹은  

에이링구스 

Full Service  풀서비스  성교를 포함한 서비스  

Hand Relief 손애무  사정을 할 때 까지 남성 음경을 

손으로 자극하는 서비스, 보통 신체 

마사지가 끝난 후에 실시함 

Rub n tug 럽앤터그  마시지 후 실시하는 손애무  

Happy ending   해피엔딩 마시지 후 실시하는 손애무 

Natural 내츄럴  콘돔없이 하는 성관계  

Natural Greek 내츄럴 그릭 콤돔없이 하는 항문 성관계 

Natural French 내츄럴 프랜치  콤돔없이 하는 음경 구강 성관계 

Massage 마사지 몸을 만지고 문지르는 접촉. 마사지는 

치료 목적일 수도 있고 호색 목적일 

수도 있음.  

Body slide  바디슬라이드 성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고객의 몸에 

대고 상하방향으로 문지르는 접촉. 

Kissing 키스 일반적으로 구강 대 구강 접촉  

Strip 스트립 옷을 벗으면서 하는 에로틱 댄스 

Lap dance 랩댄스 고객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고객 

위에서 천천히 하는 에로틱 댄스  

Peep show 피프쇼  고객이 유리창을 통해 성노동자가 

춤을 추면서 애무하는 모습을 지켜봄  

Anal 애이널 항문성교  

Dildo 딜도 인공 음경, 보통 부드러운 고무로 

만들어짐.  

Vibrator 바이브레이터  진동하는 인공 음경, 혹은 성기에 

사용되는 기타 진동 기계 

GFE (girl friend 
experience) 

GFE(여자친구 경험) 돈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적 서비스, 여러가지 

의미가 있음.  

Escort (outcall) 에스코트(아웃콜) 성노동자가 부킹을 위해 고객을 

방문함  

Social escort 사교 에스코트 성적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아웃콜 

부킹  

Incall, (In house) 인콜,(인하우스) 고객이 부킹을 위해 성노동자를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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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번역된 용어 정의 

Social escort 사교 에스코트  고객과 시간을 보내는 조건으로 돈을 

받지만 성적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사람  

Brothel 매춘업소 인하우스 중개소 

Escort agency 에스코트 중개소 한 사람 이상의 성노동자가 일을 

구하고, 아웃콜만 제공하는 성 노동 

사업체  

Sole trader, private 
worker 

개인 사업자, 개인 업자 다른 성노동자 없이 독립적으로 혼자 

일하는 성노동자  

 

 

안전을 위해 유용한 정보 - Safety tips 

 

생각을 하게 만드는 유용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이 사용하게 될 안전 전략이며, 항상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작업장과 환경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정보 - All workers 

 

 자신감을 길러주는 자기방어 코스 수강을 고려해 보십시오.  

 항상 폭력 발생 가능성에 유의하십시오.  

 옷을 벗은 채로 뛰어 나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관에 따르십시오. 함께 있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고객들은 만나지 

마십시오.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고객들은 예측하기 어렵거나 폭력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고객들은 조심스럽게 대하거나 만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신분증 및 신용카드는 고객이 만질 수 없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고객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요금을 받고, 받은 돈을 안전한 곳에 두십시오.  

 개인 알람 혹은 응급전화 번호가 입력된 핸드폰을 소지하십시오.  

 본인이 마실 술(음료수)을 직접 따르고, 술(음료수)에 약품을 탈 수 있으므로 항상 

지켜보십시오.  

 

인하우스(인콜) - In house (incall) 

 

 밝은 조명, 보안 문, 인터콤, 보안 시스템, 방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 보안회사와 연결된 

패닉버튼  



Page 18 of 28 
 

 건물의 레이아웃을 알아두고 탈출 통로를 계획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을만한 무기(예: 전등, 램프, 열쇠 및 하이힐굽)가 놓여진 장소를 

알아두십시오. 

 

에스코트(아웃콜) - Escort (outcall) 

 

 부킹을 시작하기 전에 돈을 받아서 차에 보관합니다.  

 방안이나 옷장에 붉은 색의 플래쉬 불빛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플래쉬 불빛은 비디오 

카메라일 수도 있습니다.  

 옷과 가방을 출구에 둡니다.  

 전화를 걸고 받습니다. 전화할 곳이 없으면 자신의 자동응답기에 전화를 합니다.  

 장시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의 유선전화 번호에 전화를 걸어 부킹을 확인합니다.  

 방안을 둘러보면서 자신이나 고객이 무기로 사용할 만한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이나 방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나가는 방법을 파악합니다. 예: 문이 잠기는 방식, 정원에 개가 있는가? 

 탈출 통로를 계획합니다.  

 

에스코트 및 거리 - Escort and street 

 

 누군가에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언제쯤 돌아올 건지를 알립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지역을 잘 알아두십시오.  

 차에 올라타서 일을 할 때는 조심하십시오.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두십시오. 예: 길 모퉁이에 세워둔 차 

 다른 성노동자와 버디시스템(Buddy System)을 이용하십시오.  

 

작업 중 성폭행 - Sexual assault in our workplaces 

 

동의가 없었거나 동의를 철회했기 때문에 발생한 성폭행 및 강간은 모두 범죄입니다. 고객들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성노동자들은 

성추행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범죄입니다 - Sexual assault is a crime 

 

 사정 여부에 관계 없음  

 이전에 그 사람과 동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한적이 있다고 해도 성폭행이 적용될 수 있음  

 다른 유형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을 지라도 성폭행이 적용될 수 있음(예: 질 

성교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해서, 항문 성교에 동의한 것은 아님) 

 피해자가 여성, 남성 혹은 성전환자이든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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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 및 오르가즘 등과 같은 성적 흥분 신호가 있었을 지라도, 이러한 신호는 신체의 자연적인 

반응일 뿐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우리가 요금을 받고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해서, 해당 고객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예: 

콘돔을 사용하지 않음 혹은 매우 난폭하게 행동함)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른 여러가지 상황들도 우리를 성폭행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장의 특성 및 위치(예: 완전히 혼자서 일을 하는 분들) 

 성노동을 규제하는 법률들(예: 인가된 매춘업소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법에 따라 

완전히 혼자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이런 성노동자들을 위험부담이 적은 

폭행 피해자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성노동자들이 차별대우 등을 우려하여 경찰에 범죄신고를 하는 것을 꺼려함  

 

만약 성폭생을 당했다면, 즉시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강간 검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따라서, 손을 포함한 어떤 신체 부위도 씻지 마십시오. 병원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다음 웹사이트에서 더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health.qld.gov.au/sexualassault/ 

다른 성폭행 피해자/생존자들과 마찮가지로, 성노동자들은 신고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경우, 성폭행 사실 여부를 의심하거나 무시하거나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을지라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Respect Inc 에 연락하십시오.  

  

법이 안전한 작업장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폭력을 업무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던, 어디를 가던 

‘예’는 동의를 의미하고, ‘아니오’는 거절을 의미합니다 

 

재정 및 세금 - Finance and tax 

 

Respect Inc 는 다른 성노동자분들에게 합법적으로 일을하고 세금을 내라고 지시하거나, 성노동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호주 ATO(호주 세무청)는 피고용이든지 혹은 소규모 사업체 사장이던지 간에 연간 5 천불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금율은 해당 재무년도에 얼마나 많은 

소득을 벌어들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www.health.qld.gov.au/sexual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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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매춘업소에서 일을 하던지 혹은 개인적으로 일을 하던지 간에 퀸즈랜드 주의 모든 

성노동자들은 독립 계약업자로 간주됩니다. 성노동자는 ATO 에 ABN(호주 사업자 번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ABN 을 신청하려면 TFN(세금 파일 번호)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온 성노동자분들은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ABN 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ATO(호주 세무청)는 PSI(개인 서비스 소득) 세금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세금율은 성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들(예: 마사지사, 미용사, 성노동자 등)에게도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PSI 하에서 우리는 다른 일반 사업자들 보다 더 낮은 비율의 세금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연간 7 만 5 천불 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인다면, ATO 에 GST(재화서비스 세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익명으로 문의할 수 있는 ATO(호주 세무청)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모든 

성노동자들은 Respect 사무실에서 ATO 에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소득 - Personal services income 

http://www.ato.gov.au/businesses/pathway.aspx?sid=42&pc=001/003/092 

GST 및 성산업  - GST and the sex industry 

http://www.ato.gov.au/content/18507.htm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비행기표, 자동차 렌트, 기타 업무 관련 비용 등과 같은 여행 경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여러분의 세무사와 상담 해야 합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FTPOS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기(장부기록) - Bookkeeping 

 

장부에 각각의 일을 통해 번 돈의 액수를 기록해 놓으면, 매일/매월 들어오는 수입과 수익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환급신청을 할 때 세무사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무사를 두고 있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기 및 

세금환급신청 비용은 업무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spect Inc 는 여러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성노동자들에게 호의적인 세무사들과 부기계원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요금 부과 - Charging your clients 

 

http://www.ato.gov.au/businesses/pathway.aspx?sid=42&pc=001/003/092
http://www.ato.gov.au/content/185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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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부과할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적절한 요금을 부과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보다 더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른 성노동자들의 광고,여러가지 서비스에 부과하는 요금,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홍보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거래조건을 만들고, 자신이 만족하는 요금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대우 - Discrimination 

 

여러분이 대출이나 EFTPOS 설비를 신청했지만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그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생각되면, 퀸즈랜드 차별방지위원회 (Anti Discrimination Commission Queensland)에 연락해서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상세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숙소나 다른 서비스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대우입니다. 퀸즈랜드에서는 

우리의 합법적인 성활동을 근거로 우리의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차별대우로 간주됩니다.  

 

ADCQ 링크: http://www.adcq.qld.gov.au  

 

합법적인 일과 불법적인 일은 어떤 것인가요? - What’s legal and what’s not? 

 

성노동을 관장하는 법률은 퀸스랜드 매춘법(Prostitution Act (Qld) 1999, 이하 PA) 및 퀸스랜드 

범죄코드 (Queensland Criminal Code 1899, 이하 CC)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노동자 면허 및 등록 - Licensing and registration of sex workers 

 

퀸스랜드에서 성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면허취득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퀸스랜드에서 합법적인 성노동의 형태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로서 인가된 매춘업소에서 근무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함(개인 사업자 혹은 개인 노동자) 

 

상기 이외의 다른 형태의 성노동은 퀸스랜드에서 불법입니다. 인가된 매춘업소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성보건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일하는 성노동자에게는 이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매춘이란 무엇인가요? - What is prostitution? 

 

http://www.adcq.qld.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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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랜드 범죄 코드(s.229E 항)에 정의된 매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적 계약 하에서 타인에게 아래 활동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면, 그 사람은 매춘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a) 성교; 

(b) 자위; 

(c) 오랄섹스; 

(2)성교, 자위, 오랄섹스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  

 

불법 매춘 - Unlawful Prostitution 

 

불법 매춘이란 개인사업 성노동자들이 다른 성노동자들과 숙소를 공유하거나, 고의적으로 매춘 제공에 

참여하는 단체(에스코트 에이전시 혹은 마사지 업소)나 다른 사람들과 연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가된 매춘업소가 면허 규정을 준수한다면, 그러한 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노동자들에게는 상기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시지 수령인 – CC s229HA(5) - Message Takers – CC s229HA(5) 

 

개인사업 성노동자는 접수계원을 고용할 수 없지만, 메시지 수령인을 둘 수 있습니다.  메시지 수령인은 

반드시, 

 성노동자의 안전 확인을 위한 메시지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성노동자가 직접 전달하는 메시지만 수령해야 합니다.  

 성노동자 본인이 메시지 수령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 1 인의 성노동자를 위한 메시지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전사 – CC s229HA(4)(B)(ii) - Drivers – CC s229HA(4)(B)(ii) 

 

개인사업 성노동자는 유효한 군중 통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운전사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군중 통제 

면허는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이 퀸스랜드 보안 제공자법(Security Providers Act (Qld) 

1993) 하에서 발급합니다. 운전사는 반드시,  

 운전사로서 요구되는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매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단 한 명의 성노동자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보안/경호원 – CC s229HA (4)(B)(i) - Security/Bodyguards – CC s229HA (4)(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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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성노동자는 유효한 경호원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경호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이 퀸스랜드 보안 제공자법(Security Providers Act (Qld) 1993) 

하에서 발급합니다. 경호원은 반드시,  

 경호원으로서 요구되는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매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단 한 명의 성노동자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경호원이자 운전사가 될 수 있나요? - Can the Bodyguard & Driver be the same 

person? 

 

퀸스랜드 보안 제공자법(Security Providers Act (Qld) 1993) 하에서 적절한 면허를 모두 소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경호원이자 운전사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은 항시 단 한 명의 성노동자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광고 – 퀸스랜드 매춘법 - s92 – s96C - Advertising – Prostitution Act (Qld) 1999 - s92 – s96C 

 

성노동자들이 준수해야 할 특별한 광고 지침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에 마사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적 서비스에는 

손자위, 해피엔딩 등이 포함됩니다– s95 

 광고에 서비스 내용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s93(1) 

 전화 상으로 서비스를 협상하는 것은 광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전화 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요금 및 마사지 제공 

여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특정한 서비스를 원하는 데, 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예약된 시간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혹은 비디오를 통해 광고를 낼 수 없습니다– s93(3) 

 광고는 성노동자 구인 광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s94 

 사교 에스코트로 광고를 내면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광고 분야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고가 상기 지침에 준수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PLA 에 연락하거나,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pla.qld.gov.au/advertising/userGuideApprovFormAdvertPros.htm 

 

재택 영업 - Working from your own home 

 

http://www.pla.qld.gov.au/advertising/userGuideApprovFormAdvertPro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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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살고 있는 주택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만 그 주택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파트너(연인)의 주거지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해당 주택에 있는 것은 

허용되지만, 파트너가 협상, 고객 면접이나 접대, 전화 응대 및 전화 문의에 참여하거나 성노동자의 

수익을 통해 재정적 혜택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파트너가 독립적인 수익이 없다면 경찰은 파트너가 

여러분의 성노동을 통해 재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CC s.229H 혹은 229F 항 하에서 파트너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경찰 조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주택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해당 주택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리 및 술집 영업 – PA s73 - Street and bar work – PA s73 

 

공공장소에서 성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객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공공장소에서 여러분에게 성적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카페, 카지노, 나이트클럽, 

호텔, 길거리, 클럽 및 트럭 정차지 등의 공공장소에서 잠재고객에게 여러분의 연락처를 넘겨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들은 면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잠재고객이나 

성노동자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모텔 및 호텔 - Motels and hotels 

 

개인사업 성노동자가 모텔이나 호텔 객실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2 명 이상의 

성노동자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숙박시설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면 이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모텔 운영자가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숙소제공을 거절하면, 그 운영자는 차별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별방지법(Anti-Discrimination Act 1991)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텔이나 호텔이 여러분과 체결한 계약 조건 상 해당 숙소에서는 어떠한 사업 활동도 수행할 수 

없거나 숙소를 이용하여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별 대우가 아닙니다. 단, 

모텔이나 호텔 운영자가 모든 숙박객들에게 동일한 이용 약관을 적용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법률은 모텔이나 호텔 운영자가 합법적인 성노동을 위해 객실을 이용한다는 근거로 성노동자를 

거절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성노동자에게 친근한 모텔이나 호텔을 이용하도록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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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알선– CC s229G  - Procuring prostitution – CC s229G 

 

법에 의하면, 매춘 알선이란 “성적 착취를 위해 의도적으로 현혹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누군가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퀸스랜드나 다른 지역에서의 성노동 종사 혹은 

 퀸스랜드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매춘 종사 혹은 

 상기와 동일한 목적으로 퀸스랜드로 오도록 함  

 퀸스랜드 내 다른 지방이나 퀸스랜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매춘 종사를 위한 목적으로 

퀸스랜드 내 거주지를 떠나도록 함 

 

매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알선하는 것은 범죄행위 이며, 최대 7 년 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알선된 사람이 성인이 아니거나 정신 지체가 있는 사람인 경우, 알선한 사람은 최대 14 년 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매춘에 의도적으로 참여 - CC s229H  - Knowingly participating in prostitution by 

another - CC s229H 

 

개인사업 성노동자(즉, 인가된 매춘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아닐 때)로 일하는 경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성노동에 “의도적으로 참여” 한다면 경찰이 여러분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일하지 않더라도, 다른 성노동자와 한 장소나 숙소를 공유하는 경우 

 다른 성노동자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더블 혹은 협동 

 고객들을 다른 성노동자들에게 소개하는 경우 

 개인 안전을 위해 친구를 곁에 두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광고나 조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SIM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인가되지 않은 매춘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에스코트 에이전시에서 일하면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손 자위 혹은 ‘해피 엔딩’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노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나 기타 자원(예: 신용카드, 전화)을 제공하는 

경우. 예: 광고 기재, 숙소 임대, 전화기 구입  

 적절한 면허 없이, 여러분을 예약 장소까지 운전해주는 경우 

 적절한 면허 없이, 업무 수행 장소에서 경호원 역할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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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혹은 기타 형태의 메시지를 받거나 전달하거나, 예약을 받거나, 요금을 받는 등의 접수계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퀸스랜드의 콘돔 법 – PA s77A  - Condoms laws in Queensland – PA s77A 

 

퀸스랜드에서는 피임기구(콘돔, 페미돔 및 댐)를 사용하지 않는 성적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는 법을 저촉하지 않고 성병 감염 예방을 위해 성교 및 오랄섹스 시 피임기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고객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피임기구 사용을 방해하거나, 기구를 

손상시키거나,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도 불법입니다.  

 

피임기구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기구가 손상된 것을 알면서도 그 기구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범죄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기소되고 법정이 내리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성노동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고객으로 가장하여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성교나 

오랄섹스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손자위 시 장갑 사용은 인가된 매춘업소의 방침이지만, 퀸스랜드 내 개인사업 성노동자들에게는 법적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오랄섹스란 무엇입니까? - What is oral sex? 

 

퀸스랜드 범죄코드에 따른 오랄섹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29E (5) 항에 따른 오랄섹스의 정의: 

 구강 부위를 다른 사람의 성기나 항문 부위에 접촉시키는 행위  

 

성교란 무엇입니까? - What is sexual intercourse? 

 

퀸스랜드 범죄코드에 따른 성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29D 항에 따른 오랄섹스의 정의: 

 신체 부위를 다른 사람의 질, 음부 혹은 항문 부위에 집어 넣는 행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질, 음부 혹은 항문 부위에 물체를 집어 넣는 행위  

 적절한 의료 위생 목적 혹은 법률 집행 목적으로 신체 부위나 물체를 집어 넣는 행위는 상기 

정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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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보건 관리 의무 - Sexual health duty of care 

 

공공보건법(Public Health Act (Qld) 2005)의 143 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혹은 무모하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타인을 통제되고 신고의무가 있는 질병 감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혹은 

 통제되고 신고의무가 있는 질병을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행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염 위험에 처해진 당사자가 감염 전달자의 질병 감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그리고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감염 위험을 수락한 경우  

 

통제된 신고의무 질병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공공보건법(Public Health (Qld) Act 2005) 63 항을 

확인하십시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공공보건법(Public Health Act (Qld) 2005) 웹사이트로 안내될 

것입니다.  

http://www.legislation.qld.gov.au/LEGISLTN/CURRENT/P/PubHealA05.pdf 

 

매춘법(Prostitution Act (Qld) 1999)이 정의하는 성병(감염)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성 하감  

 서혜부육아종  

 음부 클라미디아  

 음부 포진 (육안으로 외상이 확인될 때) 

 음부 사마귀 (육안으로 외상이 확인될 때) 

 임질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성병성 림프 육아종 

 매독 

 법규 하에 규정된 다른 질병이나 상태 

 

인가된 매춘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노동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동안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성노동자는 감염 사실을 알면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노동자는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간주될 것입니다.  

 법규 하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시기에 의료 검진 및 검사를 받았음.  

 성노동자가 성병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여길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음.  

 

인가된 매춘업소 - Licensed brothels   

 

http://www.legislation.qld.gov.au/LEGISLTN/CURRENT/P/PubHealA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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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면허당국에 의해 인가를 받은 매춘 업소에서는 다른 성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인가된 매춘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성노동자가 성병에 감염된 동안에는 인가된 매춘업소에서 성노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유효한 성보건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가된 매춘업소에서 근무하거나 개인 사업자로 일하기 위해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노동자가 18 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성노동자의 익명성 보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신분증 복사를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매춘면허당국지침 하에서 수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