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성 노동자에 대한 자료표



성 노동 비범죄화 법 은 두 단계로 발효됩니다.

● 1단계 - 2022년 5월 10일

● 2단계 - 2023년 12월 1일

배경 정보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

수년 간 성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온 Vixen과 Scarlet Alliance는 2022년 2월 22일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이 통과된것을환영했습니다.새로개정된법은성노동은일이란것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자 했으며,성 산업도 표준 비즈니스 법을 사용해

허가를 요하거나 범죄화하지 않고 빅토리아 주에서의 다른 모든 산업처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으며 입법에서 성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작업장에서의 건강, 안전 및 권리를 달성하는 첫 단계입니다.

빅토리아주는 이제 호주에서 뉴사우스웨일즈와 노던 테리토리에 이어 세 번째로 성 노동을

둘러싼 허가제와 범죄화 법을 폐지하고 비범죄화 모델을 도입한 구역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충분히 방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않으며 길거리 성 노동자들에게는계속해서

부당하고 차별적인 법이 적용됩니다. 빅토리아 주 성 노동자들은 그 어떤 성 노동자도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Vixen과 Scarlet Alliance은 모든 성 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해 계속해서 옹호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길거리 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무엇이 바뀝니까?

길거리 성 노동은 완전히 비범죄화되지 않습니다.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에서 가장 대중적인 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배회하는 것이 더 이상범죄가

아니지만, 2022년 5월 10일부터 약식범죄법 1966에 따르면 여전히 종교 관련 장소, 학교,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와 교육을 하는 곳,돌봄 서비스를 하는 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것이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 자료표{빅토리아주 정의 및 지역사회 안전 관련 부처 자료표

링크}를 참조하여 길거리 성 노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오전 6시와 오후 7시 사이에, 그리고 특정 일에는 종일 종교 장소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해당 종교 관련 장소가 열려 있는지에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오전 6시와 오후 7시 사이에 학교(정부 및비정부)에서또는그근처에서일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학교가 열려 있는지에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매일 오전 6시와 오후7시 사이에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는 해당 서비스장소가열려있는지에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매일 오전 6시와 오후 7시 사이에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는 해당 서비스장소가열려있는지에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정의로 연결되는 링크: 여기]

공공 장소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및/또는 공공 장소에서 노출하는 일 관련 혐의와같이

약식범죄법에 따른 범죄는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지정된 날은 무엇입니까?

지정된 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는 지정된 날은 명절이나

종교적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기술합니다. 지정된 날,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는 그 명절을

축하하는 종교 관련 장소에만 적용됩니다. 지정된 날이 2022년 5월 10일까지는 통지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금지 장소 근처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벌칙은 무엇입니까?

빅토리아주 경찰은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재량에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벌칙 2단위의 벌금은 $363.48입니다.벌을 받게 되었다면,다시 한 번 이는 경찰의

재량에 달린 문제로서 벌칙은 이전에 같은 범죄의 전과가 있는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 처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벌칙 단위 10개의 벌금인 $1,817.40이나 1개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두 번째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벌칙 단위 30개의 벌금인 $5,452.20이나 3개월

구류에 처해집니다.

● 그 이후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벌칙 단위 60의 벌금인 $10,904.40이나 6개월

구류에 처해집니다.

성노동법 1994에 나와 있는금지장소근처에서일하는것을금지하는조항이폐지된다해도,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는 약식범죄법 1966에서 규제한장소에서또는그근처에서일하는

것에 대한 비슷한 규제를 부활시킵니다.따라서 성노동법 1994에의해이전에부과된벌칙이

새로운 법에 따라 부과될 때 이전 범죄로 간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벌금과 벌칙을 무엇이

결정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더 찾는 대로 길거리 성 노동자들에대해계속보고하겠습니다.벌금형이나벌칙형을

받았거나 경찰과 접촉한 경우 Vixen에 연락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Vixen은 비밀이 유지되는 무료 법률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장소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장소

● 방학 돌봄 프로그램

● 때에 따른 돌봄 서비스 제공 장소(예를 들어 이웃집이나 지역사회 센터)

● 제한된 시간의 서비스 제공 장소(예를 들어 체육관이나 레저 센터 내의 놀이방)

● 조기 아동 개입 서비스 제공 장소(예를 들어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길거리 성 노동 범죄 목적에 대해 일부 유형의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연계하여 거주지로부터 운영되는 가족 종일 돌봄 서비스(예를

들어 가정집에서 아기를 봐주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귀하의 권리

2022년 5월 10일 이후에도 성노동법 1994에 따라 공공 장소에서 성 노동자를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범죄에해당할것입니다.그이후에도성노동자들은모두에게적용되는비

성 노동 관련법에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범죄법 1966과 형법 1958에는

공격에 관련됨 범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전문성, 거래 및 직업'이라는 새로운 보호 속성이 균등기회법 2010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하는 일에 기반하여 법적으로 차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며 성 노동도 포함됩니다.

또한 5월 10일부터 호텔과 모텔을 포함하는 숙박 제공업자들이 성 노동자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성 노동이 벌어질 경우 경찰을 부르는 식으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집에서 혼자 일하거나 다른 노동자들과 일하는 것은 여전히 범죄로 간주됩니다.

귀하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이나 범죄를 경험했다면 Vixen에 연락해 지원을 받고 정보를

얻으십시오. 또한 Vixen은 비밀이 유지되는 무료 법률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자료

[기타 Vixen 자료표로 연결되는 링크]

[빅토리아주 정의 및 지역사회 안전 부처(DJCS) 자료표로 연결되는 링크]

[빅토리아주 정의 및 지역사회 안전 부처(DH) 자료표로 연결되는 링크]

[빅토리아주 정의 및 지역사회 안전 부처(VEOHRC) 자료표로 연결되는 링크]

[Redbook [링크]

추가 정보는 Vixen 서비스{링크}에서 확인]

http://vixen.org.au/%ec%84%b1%eb%85%b8%eb%8f%99%ec%9e%90%eb%a5%bc-%ec%9c%84%ed%95%9c-%ec%a0%95%eb%b3%b4/
https://www.consumer.vic.gov.au/resources-and-tools/other-languages/korean/sex-work-decriminalisation-resources
https://www.health.vic.gov.au/preventive-health/key-issues-stage-one-health-reforms
https://www.humanrights.vic.gov.au/for-individuals/profession-trade-occupation/
https://scarletalliance.org.au/korean
http://vixen.org.au/drop-us-a-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