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성매매업소
빅토리아주에는 90개가 넘는 합법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소들의
주인/운영자가 경찰의 사전 심사('자격심사')를 통과했으며 1994년 성매매법에 의거한 면허증 및
'SWZ 번호'가 발급되었음을 사업자면허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합법이며, 1994년 성매매업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업소들이 성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에스코트 알선소
에스코트 알선소는 유면허 성매매업소와 같은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에스코트
알선소는 SWA 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면허 면제 에스코트
면허 면제 에스코트로 일하는 개인들은 1994년 성매매법 제 23조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에스코트들은 사업자면허기관에 등록한 뒤 'SWA
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안마시술소 및 릴렉세이션 센터
안마시술소 및 릴렉세이션 센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자면허기관의 면허발급절차를
통하지 않고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불 법 성매매업소로 분류됩니다. 타인의 손으로 행하는
자위행위는 성 서비스로 간주됩니다. 안마시술소 및 릴렉세이션 센터는 종종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불 법 입니다. 1994년 성매매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불법업소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장소에서 적발된 고객은 경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업소의 합법성이 의심될 경우, 사업자면허기관에 (03) 9627 726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RhED는 성매매업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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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빅토리아주에서 길거리 성매매는 불 법 입니다. 길거리 성매매업 종사자 및 고객은 1994년 성매매법에
의거하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2013-2014년의 형벌단위는 $144.36 입니다.
길 거 리 성 매 매 업 종 사 자 가 받 는 형 벌 *:
초범:
최고 $1443.60의 벌금형 또는 1개월 징역형
재범:
최고 $4330.80의 벌금형 또는 3개월 징역형
세 번 이상의 상습범:
최고 $8661.60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징역형

길 거 리 성 매 매 업 종 사 자 의 고 객 이 받 는 형 벌 *:
초범:
최고 $1443.60의 벌금형 또는 1개월 징역형
재범:
최고 $4330.80의 벌금형 또는 3개월 징역형
세 번 이상의 상습범:
최고 $8661.60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징역형
*종교적 장소, 유치원 또는 어린이가 드나들 수 있는 곳과 근접한 장소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매매업 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공공장소 또는 공공장소와 근접한 곳에서
성매매 종사자에게 음란하게, 무례하게, 모욕적으로, 위협적으로 행동하거나 학대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 $4330.80의 벌금형 또는 3개월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1994년 성매매법). 또한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성적 폭행을 가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합니다(범죄법).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적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전화 1800 458 752번 또는 이메일 sexworker@sexworker.org.au로
RhED에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