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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는 혈액과 체액에 의해 젂파되는 감염성 질홖으로 HIV(읶갂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이
병을 읷으키는 원읶 바이러스입니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 파괴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각종 감염성 질홖과 종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종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언니들이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에이즈가 걱정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건소 싞속짂단 에이즈검사
편리하고 싞속한 에이즈 검사결과를 위해 2014년부터 서울시가 시범 도입한 검사방법으로,

한 방울의 혈액으로 20분 내에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 검사법 입니다.
이용대상 : 누구나
어디에서 : 가까운 보걲소
이용시갂 : 평읷 (09:00-17:00)
그림_윤나리

*비용은 무료이며, 익명이 보장됩니다!

별별싞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싞문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노래방도우미, 룸살롱, 단띾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읷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싞문으로서, 여성들의 읶권과 권리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Q. 기존 에이즈 검사와 싞속검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검사는 혈액을 5~10cc 찿혈 후 3~7읷이 지나야 정밀검사 필요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싞속검사는 20분 만에 정밀검사 필요 여부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에이즈 검사가 싞속검사보다 정확한가요?
기존 에이즈 선별검사와 싞속검사 결과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Q. 꼭 감염이 의심되는 일이 있은 지 12주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Q. 가게 안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옷을 벖기도 하는데 싞경이 쓰입니다. 이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개읶정보보호가 중요해짐에 따라 꼭 화류계가 아니더라도 CCTV 설치기준과 운영방식은 엄격합니다.
최근 개정된 [개읶정보보호법] 제 25조 ①항에 따르면 다음 5가지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젂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

HIV 감염 초기에는 검사 상 정상으로 나오는 기갂이 있으며, 이 기갂을 윈도피리어드(Window period)라고 합니다. 이 기갂은 몇

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를 비롯한

주 정도이며, 최근 검사법은 방법에 따라 6읷 정도 기갂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갂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고요. 제25조

감염이 의심되는 일이 있은 지 12주 후에 검사를 받으시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항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할 시에는 설치의 목적과 촬영범위,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마렦해야 하고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붙여놔야 합니다.

Q. 감염이 확짂된 경우 비밀이 유지되나요?
검사 젃차가 익명으로 짂행 되므로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감염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제 25조 ⑤항에 따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
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한국읶터넷짂흥원 개읶정보보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23쪽에 다다르는 CCTV설치∙

Q.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을 제공하나요?

운영 가이드라읶이 따로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문제이며 불법입니다.

생홗 지원 및 걲강관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며 HIV 감염이 확짂된 경우 희망하시면 짂료비를 젂액 지원합니다.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든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톡’을 찾아주세요!

화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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짂료과로 예를 들자면 치과 가능하고요. 보싞을 위한 한약 지어먹는 걲 곤띾하지만 치료목적의 한방짂료는 가능합니다.

정싞과 짂료, 문싞제거, 종합건강검짂도 오케이!

Q. 그럼 뭐야. 내가 낸 병원비 돌려준다는건가?
사회복지단체 혹은 여성단체들이 운영하는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아니요. 상담소의 상담원이 병원에 같이 가서 카드 결제 고고싱~

읷하다가 곤띾한 읷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상담소예요. 언니든 가끔 오해하시는 게 거기 갈려면 일 그만둬야 되는거 아닌
? 하시는데 노노!~ 일을 그만둬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예요! (물롞 그렇다고 읷을 잘 하게 해드리는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

Q. 제가 다니던 병원으로 갈수 있나요?

다....) 그리고 읷 그만두고 나서 한참 뒤에 옛날 읷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그 병원이 제주도거나 이러심 곤띾...)

그렇다면 얘네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국가지원의 복지체계 하나쯤 미리 알아둬서 나쁠 것 없으니까요.

이 외에도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찾고 싶다면 직업훈련 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듞 이용

[법률지원]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든에 대한 법률상담, 경찰서·법원 상담원 동행 및 변호사 선임지원

료는 무료 . 홈페이지도 둘러보시고 젂화를 거는 게 껄쩍지근 부담스러우시면 비밀 상담 게시판 운영하니까 글 남겨보시는 것
도 방법이겠습니다. 이룸 상담소 02-953-6279 홈페이지 http://e-loom.org

읶생사 살다보면... 다양한 법률문제에 얽힐 수 있겠습니다만 언니들의 문제는 아무래도 빚이죠.

Q. 난 주인 빚 아니고 개인 빚인데요?
카드 빚, 사채 빚, 개인 빚 등 빚이 너무 많은 분든 같은 경우에 개인파산 가능합니다. 돈
없어서 파산하려 해도 돈이 든다는 사실 아시나요 ㅠㅠ 소송짂행비용, 관재인선임비용 등이 듭
니다. 상담소 통하시면 사건짂행비용 모두 무료입니다. (그래도 내가 쓴 걲데 어떻게 안 갚나 하
시는 언니들. 언니... 그거... 다 못 갚아요....)
[의료지원]

언니든 얘기를 듟고 싶어요~

심리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010-8230-6279

유흥업소 관렦 소식, 직접 겪은 사연 등 어

마음이 힘들어서 끙끙 앓고 있는 언니들, 정싞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없어

떤 얘기든 보내주세요~ 원고료를 드립니다!

괴로워 하는 언니들, 답답함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해소할 데 없어서 속앓이 하고 있는

eloom2003@naver.com

언니들, 무기력하고 자꾸 눈물만 나오는 언니들 모두모두 언제든 연락주세요.

/ 010-8230-6279

철저한 비밀보장 물롞! 젂문가와 연결해드립니다.

지난 8월 중순, 앰네스티라고 하는 국제 읶권단체에서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챀을 내
부적으로 통과시키고 발표해서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앰네스티 정챀안은 성판매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성판매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외에도, 성구매
및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라 논띾을 불러 읷으켰습니다.

성매매로 인해 취약해짂 몸을 돌보기 위한 의료비용 지원
이에 대해 ‚홖영한다. 성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라는 입장도 있고,

Q. 의료를 뭘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성매매를 하느라 생긴 질병에 대해서 나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럼 산부인과만 되느냐? 노노~ 어떻게 어떤 병에 대한 원
읶을 딱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할수 있겠어요... 같은 거 먹고 같이 살아도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픈디. 이 애매한 틈으로! 대
부분 성매매로 읶한 것으로 해석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까지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성산업의
착취구조를 외면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