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판단으로 쉽게 콘돔 요구를 무시한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0-50대 성판매 
여성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남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이주 여성일 경
우, 장애가 있을 경우 등 협상력에 취약할 조건들이 교차하는 순간 콘돔착용은 더 이상 협상
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이 교차하기 이전에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남성이 
여성을, 권력자가 사회적 약자를 산다. ‘성매매’로 일컬어 성구매와 성판매 행위가 동일한 행
위처럼 보이지만 이 두 행위는 전혀 다른 행위이다. 성판매 여성에게 ‘안전’은 확보해야 할 영
역이지만 성구매 남성에게 ‘안전’은 확보가 필요 없는 영역이다. 이러한 권력관계를 고려하여 
성판매 여성과 HIV/AIDS 이슈를 고민해야 제대로 된 개입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성산업종사여성을 위한 에이즈예방교육에 대한 고민
2005년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막달레나의 집 현장상담센터]는 「성산업 종사여성을 위한 
HIV/AIDS 예방교육 매뉴얼」을 발간했다. 성매매 현장에서의 HIV/AIDS에 초점을 두고 실제 
개입 방식을 모색한 국내의 유일한 책자이다. 대한에이즈 예방협회는 발간사에  ‘3년 째 성산
업 관련 에이즈 예방교육을 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거나 ‘위생교육 시간에 진행’했다고 적
는다. 막달레나의 집과 해당 자료집을 발간한 목표는 '에이즈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홍보전략을 찾는 것이다. 막달레나의 집 현장상담
센터는 ‘실제로 여성들에게 에이즈는 익숙한 질병이 아니고’ ‘유병률의 의미는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여성들이 HIV/ AIDS에 대해 ‘막연하고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자체로도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성산업의 여성들에게 집중적으로 HIV/AIDS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건 어떤 의미를 띄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위에서 살펴봤듯이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성산업에서의 
성매개 전염병 예방이 불가능하다. 이미 여성들 스스로가 성매매과정에서의 피임을 개별 책임
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은 되려 HIV/AIDS에 
감염된 여성을 자기 건강도 못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쉽다.  HIV/AIDS가 다른 세상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 경로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라는 점을 교육
하는 게 목적이라면 꼭 이러한 교육이 성산업의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우선 이루어져야 할 이
유는 없다. 성매개질환에 대한 성교육,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한 성교육은 모두에게 필요
하다. 

성산업의 여성들에게 지금 한국 사회가 마련해주지 않는 제대로 된 성교육과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성산업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권력관계에는 문제제기 하지 
않고 성매매 과정에서의 HIV/AIDS감염을 비롯한 건강과 안전 문제에만 천착했을 때의 한계 
역시 분명하다. 성산업에서의 취약한 여성들은 계속 노콘을 요구하는 구매자를 만나게 될 것
이고, 그 책임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성매매와 여성건강권, 성매매와 안전
성판매여성의 HIV/AIDS는 성매매와 여성건강권, 성매매와 안전의 연장선에서 고려해 마땅하
다. ‘성매매에서 안전한 성관계는 가능할까?’ 라는 질문은 ‘성매매는 안전할 수 있는가?’ 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