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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경우에 마시지 업소가 ‘매춘업소’로 

명시됩니까?

법적으로 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장소는 매춘업소로 
간주됩니다. 해당 업소에서 섹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마사지 서비스, 사우나탕, 한증탕, 
사진 스튜디오, 체조나 운동 시설 또는 헬스 스튜디오로 
광고하거나 그런 시설처럼 가장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백하게 매춘업소로 간주됩니다. 

2. 어떠한 경우에 마시지 업소 종사자가 섹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까?

마사지 업소 종사자가 바디 슬라이드, 핸드 릴리프, 오랄 
섹스, 성교 행위를 제공하는 경우에 법원은 해당 종사자가 
섹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합니다. 누드 마사지와 기타 
서비스도 관할 경찰, 카운슬, 법원 재량으로 섹스 서비스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카운슬은 마사지 업소를 어떻게 규제합니까?

마사지 서비스는 해당 지역 카운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업소를 운영하려면 해당 지역 카운슬에 개발승인
(DA)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카운슬은 치료 마사지와 섹스 서비스를 구분합니다. 
개발승인 허가를 받은 마사지 서비스 업소에는 일반적으로 
매춘 또는 섹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운슬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DA 조건에 위배되는 섹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허가 범위 외에 행위를 하는 마사지 
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와 책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WOP의 성 관련 산업 법률 안내서(Sex 
Industry Legal Kit)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어로만 이용 가능).

웹사이트 swop.org.au에서 사본을 다운로드 
하거나 SWOP 담당 직원에게 전화 (02) 
9206 216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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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NSW의 매춘업소 규정에 의거 
바디 슬라이드, 마스터베이션, 오랄 섹스, 
풀 섹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사지 업
소는 해당 지역 카운슬에서 매춘업소로 간
주합니다. 성매매업소 영업을 허가 받지 않
았다면 해당 업소는 감사를 받아 폐쇄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 및 성 노동

SWOP:   법률 진실 시트 
    Legal Facts Sheet

No. 2:   미사지에 관한 법률 정보 
     Legal information for massage work  

Massage and sex work

Korean



면책 조항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간되었으며 개별적인 전문 법률 자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어떤 내용도 이용자 
본인의 전문 법률 자문을 위해 계획하여 게재된 것이 아닙니다. ACON과 SWOP는 본 문서의 정보의 사용이나 이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모든 질환, 손실,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문서를 이용하는 개인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정확성, 현재성, 완전성, 관련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본인의 특정 환경과 관련한 
적합한 전문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ACON과 SWOP는 본 정보의 정확성, 현재성,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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