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 없이는….. 
   노 섹스! 
 
 
손가락 코트 (Finger Cott) 
손가락 커버와 같은 작은 콘돔인데 상대 몸 속에 넣기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이며 사용한 후에는 버려야 합니다. 손가락에 끼우도록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장갑 
소, 중, 대형 장갑이 있으며 손으로 절정에 달하길 원하는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손가락 두 
개 이상을 몸 안으로 넣을 때 장갑을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일회용이며 사용한 후에는 
버려야 합니다.  
 
치아 차단제 (Dental Dam) 
치아 차단제는 라텍스 막으로서 원래는 치과에서 이빨 치료를 할 때 환자의 입에 집어 넣는 
것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후에 이것은 치료용이 아니라 입의 일부를 보호하는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치아 차단제는 오럴섹스 및 항문 리밍 동안에 안전한 성관계 막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제품은 15x25cm (6x10 인치) 직사각형 라텍스이며 다양한 향과 색깔로 제작됩니다. 
 
사용 방법 

 구강-질 접촉 시에 차단제를 외음부 전체에 펴서 질 입구 및 클리토리스를 모두 
덮은 다음에 양 손으로 차단제 양쪽 끝을 잡아 준다. 

 핥아 지지 않는 차단제 옆면에 수성 윤활제를 소량 사용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차단제 위치를 유지하게 되며 감각을 증대시키게 된다. 

 차단제는 레즈비언 더블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빨거나 핥을 때 고환을 덮기 위해 사용하거나 그 외 상상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차단제가 없는 경우 
콘돔을 잘라서 사용합니다. 크지 않지만 투명하며 이미 윤활제가 있습니다. 또한 라텍스 
장갑을 사각형으로 잘라 낼 수도 있습니다. 
 

차단제 사용을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한 몇 가지 힌트 
 “상호 오럴섹스를 좋아하지만 이 차단제를 사용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라텍스 감촉이 아주 좋아 이것을 사용하면 더욱 감각이 좋습니다” 
 장난스런 방법을 사용하여 가능한 즐거운 계기가 되게 한다. 
 향과 색깔 선택을 하여 미각 시도를 한다. 

성매매법은 질병예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몇 가지 안전에 관한 조언: 

 항문의 미생물은 질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구강-질 섹스 및 구강-항문 섹스를 
할 경우 동일한 차단제를 공유하거나 재사용하지 않으며 항상 별도의 차단제를 
사용한다. 

 글래드랩/클링랩은 작은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성병감염(STI)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 

 
콘돔  
콘돔은 성병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콘돔은 남성의 
성기를 덮어 사정 전 체액과 정액이 질과 입 혹은 항문으로 들어 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콘돔은 다양한 향과 색깔 및 크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일회용입니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병에 감염될 위험이 더 크게 됩니다. 고객이 콘돔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난 건강한 사람이며 내가 건강한 이유는 항상 안전한 섹스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병감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정말로 위험합니다.” 
 “콘돔을 사용하면 내 입에서 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곳의 규칙입니다.” 
 “당신이 이 곳에 온 것은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지 안전한 섹스 강의를 듣기 

위해 오지는 않았겠지요.” 
 “보호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나는 위험에 처하고 싶지 않습니다.” 
 “콘돔을 사용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드리지요: 사마귀,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에이즈, 그리고 간염 B”.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콘돔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6가지를 대라고 요청합니다. 

 “예약한 시간이 다 되면 나를 기억하게 되지 콘돔을 기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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