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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 지지자들이 하는 번역, 편집 + 디자인 

임무: SWAT 은 문화와 언어 장벽 없이 성노동 관련 지식을 나누기 위해, 보도 자료, 브리

핑 자료, 학술 자료, 블로그, 뉴스 기사, 프레젠테이션, 포스터, 그리고 사진의 부가 설명 

같은 것까지 번역, 편집, 디자인할 수 있는 성노동자 당사자들과 지지자들의 네트워크 형

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코디네이터: 마티아스 레만 (Research Project Germany/연구 프로젝트 독일)  

  캐서린 코스터 (SWOP USA/미국) 

“기존에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공유되지 못하던 많은 성노동 관련 정보들이 공유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SWAT를 창설하게 된 이유입니다. ” – 마티아

스 레만 

“제 친구들 중에는 외국어에 뛰어난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

죠. 이러한 인맥들을 한군데 모아, 사람들이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단체들이 

그동안 해온 작업들에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 캐서린 코스터 

이메일:    coordinator.swat@gmail.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sexworkersandalliestranslate/ 

왜 그리고 어떻게: 

SWAT 은 문화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성 노동 관련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성노동

자와 지지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이 가능케하는 기여

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위에 나열한 자료들을 번역, 편집, 디자인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거나 책정하더라도 매우 작은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죠. 

SWAT 은 무상으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행위를 권장하려는 것도, 그러한 행위를 하

지 말도록 권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 윌 위튼이 알맞게 표현하였듯이: “만

약 당신이 쓴 글이 편집자가 생각하기에 출판한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의 

그에 대한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지이너, 사진작가들, 프로그래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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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엇을 만드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에 대해 그에 따른 보상을 받

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SWAT의 가치관도 이와 동일합니다.  

 

[스텝 1 – 일에 대한 광고] 

번역가, 편집자, 웹 디자인너, 그래픽 아티스트를 원하는 단체들이나 개인들은 SWAT 페

이스북 그룹 창에 광고를 개시하거나, 팀 코디네이터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감

에 대한 공고는 어떠한 언어로든 자유롭게 쓸 수 있으나, 주요 내용은 영어로도 제공되

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여) 페이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단체나 개

인의 일감은 페이스북 담벼락에 광고를 하기보다는 SWAT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연락하기

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1. 조직체나 개인의 이름: 성노동자 아웃리치 프로젝트 

2. 타이틀과 목적: 트랜스 성노동자들이 겪는 낙인; 정책 보고서 

3. 원본 언어: 영어 

4. 번역되어야 할 언어: 스페인어 

5. 단어 수: 약 2,800 

6. 난이도: 중급 

7. 기한: 11월 30일 

예시 2  

1. 조직체나 개인의 이름: 성노동자 아웃리치 프로젝트 

2. 일감의 종류과 의도: 성노동자 아웃리치 프로젝트 테네시 지부의 우산 로고 제작 

3. 기한: 11월 30일 

위의 예시들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로 작성되어있습니다만, 이러한 중요 사항

들은 영어로 작성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더 쓰실 말이 있으시다면 이는 모국어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스텝 2 SWAT 코디네이터에게 알리기] 

단체/개인과 일감을 맡아줄 사람(들)간의 연락이 성사되면,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혹

은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하여 사적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가를 의논할 수 있습니



다. 일이 마무리되면, SWAT 매니저에게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하여

야합니다. 소요된 대략 노동 시간과 구체적으로 행한 업무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신다면 

더욱 좋겠죠. 만약 영어로 알려주실 수 없다면, SWAT 코디네이터가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짧고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스텝 3 보상 체계] 

SWAT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일감을 맡아준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재능에 대한 기록을 남

길 것입니다. 무상으로 일감을 처리해 주었을 때마다, 그들이 기부한 노동 시간을 포인트

로 환산하여 기록해둘 것입니다. 필요한 재능에 페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단체나 개인

들은 일감을 페이스북을 통화여 광고하지 않고 직접 SWAT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합니다. 

코디는 기존에 무상으로 재능을 기부해온 사람 중 포인트가 가장 많은 사람을 우선 순위

로 하여 소개시켜 줄 것입니다. 만약 포인트를 가장 많이 모은 봉사자가 일감을 맡아주

지 못 할 경우, 그 다음 순위의 봉사자에게 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이 네트워크는 무상으로 자원봉사 하는 이들을 낙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단체들과 작업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기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자원 봉사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고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는 생활

비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SWAT 은 전 세계의 성 노동자들과 그 지지자들 다 같

이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돕고, 가능한 한, 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일 하

는 많은 이들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능들을 공유하여 주세

요.  

이메일 혹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하여 연락해주세요.  

 

Matthias & Katherine 

   마티아스와 캐서린 

 

 

#번역 #편집 #디자인 할 줄 아시고, #성노동 자들의 #인권 을 지지 하시나요? 그렇다면 

SWAT 에 동참하세요! https://www.facebook.com/groups/sexworkersandalliestran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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