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운영자 자료표: 성노동

비범죄화법 2022 및 성 건강 관련 변경

사항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는 두 단계로 발효됩니다.

● 1단계 - 2022년 5월 10일

● 2단계 - 2023년 12월 1일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제가 사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개정이 저에게 적용됩니까?

답변: 네, 모든 법이 적용됩니다.직업상 건강 및 안전 관련 법률은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 사실과 무관하게 모든 소유주,운영자,고용주에게도비범죄화에따라

적용됩니다.  [관련 조항으로 연결되는 링크: 여기]

질문: 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성 건강 증명서를 제공하고 매월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의무적 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성 노동자가 3개월마다 성 건강 검사를 받거나 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더 이상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성노동 비범죄화법 2022 10절에서는 성노동법 1994의 20A 조항을 폐지합니다.이는

2022년 5월 10일(1단계)부터 성 노동자들에 대한 의무 검사가 더 이상 법적 요건이

아니란 뜻이며 성 노동자들은 더 이상 3개월마다 의무적 성 건강 검사를 받거나 성

건강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 새로운 법은 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성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인정합니다. 성

노동자들은 법적 요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자신의사업때문에언제나안전한

성 관련 전문가였고 예방 전략을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 성 노동자들은 이미 자신의 성 건강에 관한 한 전문가입니다. 의무 검사는 소용이

없으며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성 노동자가 질병의 매개체라는 인식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 노동자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지식과 안전한 성 관행을

도입한 상태이므로 일반 대중보다 성병 및 혈액 유래 바이러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등하거나 낮은 감염율을 보입니다.

질문:성적으로 전염되는 감염병이나 에이즈 등 혈액유래바이러스를보유하고일하는것은

여전히 불법입니까?

답변:아닙니다. 2022년 5월 10일 부로 성병이나 혈액유래바이러스를보유하고일하는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성병이나 혈액 유래 바이러스가 있는 성 노동자에게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법 개정에 따라 빅토리아 주에서는 이제 성

노동자의 에이즈 감염을 범죄화하지 않습니다.



●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의 9조에 따라 성노동법 1994의 조항 19 및 20절을

폐지합니다. 5월 10일부터는(1단계)성 노동자가 성적으로 전염되는 감염병이나 혈액

유래바이러스를보유하고일하는것이더이상범죄가아닙니다. 이는에이즈에걸린

채로 생활하고 일하는 성 노동자가 더 이상 범죄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노동자가 성병이나 혈액 유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귀하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성 노동, 에이즈 및 기타 혈액 유래 바이러스 그리고 성병을 범죄화하는 것은 증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다 낙인에의한것입니다. 성병이나혈액유래바이러스를보유한

모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며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접근을 막는

장벽을 만듭니다.

질문: 성노동자들은 일하면서 합법적으로 콘돔을 사용해야 합니까?

답변: 성노동법 1994에 따라 일하면서 콘돔이나 기타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설 성 노동자를 포함하는 사업주 및 운영자들은

2023년 12월 1일까지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법적으로

요구됩니다(2단계).

● 이전에는 성 노동자들이 콘돔이나 기타 보호 장벽을 사용하지않고성병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성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범죄였습니다. 2022년 5월 10일(1단계)부터

그것이 더이상 성노동법 1994에 따라 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성 노동자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성 건강을 관리하고 안전한 성 관행을 실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023년 12월 1일(2단계)까지 공공 건강 복지 법 2008에서 성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성 노동자의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더라도,

성노동법 1994에 따라 여전히 사업주 및 운영자들은 성 노동자와 고객이 작업 시

콘돔과 윤활제에 접근할 수 있고 작업자와 고객이 콘돔을 사용할 것을 보장하는

타당한 단계를 따르는 것이법적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 공공 건강 복지 법 2008에서 성 산업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조항이 발효중인

반면(2023년 12월 1일까지), 권한이 있는 관료가 매춘업소나 알선소로 생각되는

부지에 해당 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거나 해당 법의 위반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일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2023년 12월 1일(2단계)부터 공공 건강 복지 법 2008에서 성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폐지됩니다. 이 이후에도, 직업상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근로 장소를 제공해야 할 요건은 지속됩니다.지속적인

콘돔 사용은 성 노동자들이 성병과 혈액 유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사업주/운영자를 위한 성 건강 정보

질문: 성병(STI)이나 혈액 유래 바이러스(BBV)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변: 성적으로 활발한 사람은 누구나 위험이 있지만 성 노동자들은 원래 안전한 성에 관한

한 전문가이며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으며 안전한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 연구 결과에서는 성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과 비교할 때 성 노동자들의 성병 및 혈액

유래 바이러스 감염률이 같거나 더 낮은 것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법적요건을떠나서콘돔사용및기타개인적인보호장비를사용하는등작업

시 예방을 실천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 사업주나 운영자로서 당신은 여전히 콘돔과 윤활제 같은 안전한 성 도구를

직원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 건강 및 복지법 2008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3년 12월 1일(2단계)부터만 폐지됩니다. 2단계를 따르면서,

노출후예방조치 조항을 통해서와 같이 작업 시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는 다른

모든 비즈니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상 건강 및 안전 관련 법 2004에 따른 요건에

여전히 들어갈 것입니다.

질문: 조심해야 할 성병 및 혈액 유래 바이러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감염증 또는 성병에는 클라디미아, 생식기 혹, 에이즈,

헤르페스(입술포진),임질,매독이포함됩니다.혈액유래바이러스에는 A형, B형, C형간염및

에이즈가 포함됩니다.

● 성 노동자의 성병 및 혈액 유래 바이러스의 전염율이 낮아지고 성 건강 검사 및

치료율이 높아지는 데 성공하는 것은 성 노동자들의 리더십과 신속한 조치

덕분입니다. 1980년대 지지를 통해 에이즈의 급속 확산에 영향을받은지역단체들이

빠르게 조직화하여 에이즈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파트너쉽 접근'을 포함하도록

밀어붙였으며, 이는 동료 집단 및 영향을 입은 지역 단체의 전략적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 조직들이 에이즈 대응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선도하고 고안하고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왜 주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중요하지만 의무화되거나 강제될 때는 그렇지 않은가요?

답변:성 노동자의 유해감소전략의일환이기때문에중요하지만성노동자자신이스스로의

성 건강과 검사를 관리할 때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 가장 적합한 검사 빈도는 성 노동자가 의사나 간호사와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사업주/운영자는 더 이상 성 노동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거나 출석

증명서를 파일에 보관하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업주/운영자는 Red Book과 같이

해당 언어로 된 자료 및 성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 검사 빈도는 성 노동의 유형,제공하는 서비스,잠재적 위험 및 증상에 따라정해져야

합니다. 이는 개별 성 노동자에 의해 정해질 문제입니다.

● 의무화된 성 건강 검사는 차별적이며 증거가 아닌 낙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

노동자들은 이미 자신의 성 건강에 대한 전문가이며 강제되지 않을 때에도

주기적으로 성 건강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작업 시 노동자에게 안전한 성 도구로 무엇을 제공해야 합니까?

답변: (모든 사이즈의) 콘돔, 수성 윤활유, 덴탈 댐은 자유로이 언제나 가용해야 하며 성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콘돔 개수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 콘돔과 덴탈 댐은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감염병이나 혈액 유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의 일부입니다.

●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안전한 성 도구는 콘돔으로서 성행위 도중 체액 교환을

막아줍니다. 콘돔 파열을 최소화하려면 수성 윤활제 및/또는 실리콘 기반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또한 일부 성 노동자들은 내부 콘돔(여성용 콘돔 또는 페미돔)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것은 보통 콘돔처럼 작용하지만 내부에 착용합니다.

● 덴탈댐은라텍스로된직사각형낱장으로아주얇고종종맛이첨가될수도있습니다.

그것은 질과 구강 보호를 위해 사용되며 댐을 늘어뜨려 성기 부분을 덮어 그 자리에

고정한 채 사용됩니다.

● 일하는 장소에서 안전한 성 관행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성

노동자들에게 성 건강 관련 자료 및 안전한 성 도구를 반드시 제공하고 건강 확인을

수행할 선택지를 주고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하겠다는결정을지지해주는것입니다.

이를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은 프론트나 리셉션 직원을 포함하는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예약을 취소하거나변경했다고노동자를비난하거나기타방법으로벌주거나

취소나 변경을 만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Vixen은 더 안전한 성 행위 기술과 성 노동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Vixen[링크]연락하여 다음 번 기술 공유 정보를 얻거나 자신이 일하는 장소에서의

기술공유 예약을 상의하십시오.

https://www.redbook.com.au/


질문: '건강 확인'은 무엇이고 노동자가 건강 확인을 수행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이는

고객의 성기 부분을 엉덩이와 입을 포함하여 성병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는검사를

수반합니다.

● 일할 때 '건강 확인'은 성 노동자의 유해 감소 및 보호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찢어진 피부, 상처, 궤양 또는 '비정상적' 분비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노동자가 적절한 건강 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노동자가 고객의 성기를

확인할 수 있게 램프나 손전등의 적절한 조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로 할 때 그 결정을 지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관리자가 새로 들어온 노동자에게 고객 확인을 하는 법을 보여주거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존 노동자를 추천해줄 수 있습니다. Scarlet Alliance의 Red Book과 같은 자료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이 책에서는 어디를 봐야 할지 동료들이 알려주는

방대한 자료이자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음경을 어떻게 배출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적인 예시를 제공합니다.

질문: 노출전예방요법 및 노출후예방요법은 무엇이며 누가 이용 자격이 있습니까?

답변: 노출전예방요법은 에이즈 음성인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로서

노출 시 에이즈 감염 위험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노출후예방 (PEP) 요법은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면서 에이즈 음성인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성 노동 상황에서

에이즈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노출후예방요법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노출후예방요법을 처방할지의 여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 에이즈 예방은 오래도록 이행되어 왔고 노출전예방요법 또는 노출후예방요법을

정확히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노출전예방요법은 에이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전에 보통은 매일 주기로

지속적으로 이뤄지거나또는필요에따라이뤄집니다(필요에따른노출전예방요법은

현재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시스젠더 남성에게만 권장되고 있습니다).

● 노출전예방요법은 에이즈 감염 위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예를들어남자와성행위를

하는 남자, 트랜스젠더, 이성애자, 에이즈 감염 위험이 있으면서 약물을 주입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 전략으로 권장됩니다.

https://redbook.scarletalliance.org.au/checking-clients/
https://redbook.scarletalliance.org.au/prep/
https://redbook.scarletalliance.org.au/pep/


● 노출후예방요법은 에이즈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에이즈 감염 위험을

현저히 낮춰줄 수 있는 단기 약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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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