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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사업의 취지1.

조사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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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사업의 취지1.

온라인 아웃리치와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

다방서 선불 받고 도망갔는데 업주가 고소 했는데 어케 해야 되져“ ?”「

매매춘 여성들 선불금 갚아야하나요“ ?”
유흥업소 업주의 폭행 그리고 강제적인 윤락행위 폭행이 무서워서 도망나왔습니다“ ... .”
유흥업소업주가 저의 집을 경매하였습니다 저를 채권확보를 해 놓구서도 퇴폐업소를 넘“ .
겼습니다.”

네이버 지식 에 올라온 성매매 관련 질문 중에서- ' iN'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에서는 년부터 온라인 아웃리치를 진행해 왔[ ] 2006

다 상담소 홍보물을 들고 직접 성매매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여성들을 만나는 방식의 아웃리치와 더불어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좀 더 효과적

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으며 그 방법으로 온라인‘

아웃리치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

온라인 아웃리치는 많은 정보가 몰려 있는 네이버 지식 이라는 카테고리에‘ iN’

서 선불금 성매매 사기죄등으로 검색하여 올라온 질문 중에 성매매와 관련‘ ’,‘ ’,‘ ’

이 있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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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은 주로 위의 사례와 같이 업소 선불금 때문에 탈성매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거나 업주나 사채업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어 자

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대부분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사채업자나 업주

의 편을 들며 피해여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만 검색해 봐도 이런 질문과 왜곡된 답변은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이런 질문과 왜곡된 답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이 글을 조회하고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깊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이룸에서는 인터넷에서 성매매방지법 또는[ ]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 또한 발로 뛰는 아웃리

치만큼 매우 중요한 활동임을 인식하고 온라인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 ’ .

때는 그렇게 시작한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상담소를 알게 된 사람들의 상담

이 폭주하기도 했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인터넷 상에서 새로운 소통과 네트워크를 위한 방법에 대,

해 고민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는 왜곡되고 오염된 정보의 홍수 속,

에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이해 또는 합의를 이야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결론 내리게 되었다 이미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어느 순.

간 여론을 형성하거나 또는 장악해 왜곡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힘을

발휘하는 공간이 되어 버렸으나 또 한편으로는 정보가 흘러가는 길목을 찾아내

그 틀에 맞는 소통을 모색한다면 인터넷은 오히려 건강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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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끼어들기

그동안 진행했던 온라인 아웃리치는 성매매 업소의 선불금 관련 문제 여성종,

업원에 대한 임금체불 업주나 사채업자로부터의 피고소 등 한정된 질문에 답,

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성매매 현실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취하고 있다

는 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상담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정보와 여론.

의 흐름을 읽는 과정에서 성매매 현실에 대한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려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룸에서 주로 온라인 아웃리치 활동을 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 ] ‘

식 에 올라온 성매매 관련 질문들을 유형화하는 작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iN’

되었고 년 하반기에 온라인에서 성매매 관련한 질문에 답글달기를 진행했2007 ‘ ’

던 이룸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성매매피해여성의 현실 성구매자의 정보공[ ] ‘ ’, ‘

유 업소 운영과 관련한 질문 호스트바에 대한 질문 등 몇 가지 주제를 설’, ‘ ’, ‘ ’

정하여 모임을 진행하면서 논의의 폭을 확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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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2.

이룸에서 온라인 아웃리치를 진행할 때 네이버 지식 에서 주로 검색어로[ ] ‘ ’ ' iN'

사용한 단어는 마이킹 선불금 사기죄 등이었다 이 세 가지 검색어만으로‘ ’, ‘, ’ ‘ .

도 성매매의 다양한 현실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된 언어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주제에 맞는 몇 가지 검색어를 다음과 같이 재설정하였다.

각각의 검색어는 주로 성매매 공간에서 통용되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

고 선불금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찾은 내용들을 분석하여 다른 밀접한 관련성, ‘ ’

이 있는 검색어와 주제를 넘나들 수 있었다 즉 이들 검색어는 단어 자체로 주.

제와 밀접한 관계성을 지닌다 예를 들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자원이 빈약해.

지는 청소년의 가출상황과 연관지어 성매매로의 유입을 상상할 수 있었으며,

강남룸살롱에서 주로 통용되는 텐프로라는 용어를 통해 그 분야의 현실을 더‘ ’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밤문화라는 검색어를 통해 남성들의 해외 성구매 상황을 엿볼 수 있었‘ ’

는데 그 내용 중, ‘ktv’1) 소프, ' ’2) 등 각 나라별로 성구매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주제 검색어

성매매 여성의

피해
업소폭력 업소세금 유흥세금 업소 신상 협박 성폭행 선불금 수술, , , , , , ,

성매매와 빚 선불금 마이킹 사기죄, ,
청소년 성매매 조건만남 가출 헌팅 티켓다방 키스알바 원조교제, , , , ,
성매매 업소

구인광고
룸구인 다방구인 업소구인구직 아가씨 구함, , ,

유흥업소 구직광고 호빠 호스트바 업소구직 업소취업 다방구직, , , ,
업소 운영 텐프로 룸살롱창업 유흥업소 광고 홍보, , ,
성구매 해외밤문화 안마 중국 소프 화류계, , k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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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렇듯 성매매와 관련한 검색어 하나는 또 다른 검색어를 낳고 확장되어 온라

인 공간에서 성매매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다.

그리고 주제에 따른 내용들질문과 답글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고 그( ) ,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논의하고 문제시 하고자 하

였다 그래서 몇 차례 모임을 통해 글을 덧붙이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관점과 문제의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과 더불어 성매매 유통경로로서의 포털사이트의 위치와 그 사회적 책임성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다만 인터넷 문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담론이 부족.

하고 포털사이트 자체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백하며 이 부

분에 대해서는 포럼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단란주점 가라오케와 같이 노래방 시설과 룸이 갖추어져 있는 중국의 성매매 업소,
2) 일본에서 한국의 터키탕과 같이 방마다 목욕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알려‘ ’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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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Ⅱ

성매매 여성의 피해현실 위니1. ( )

성매매를 강요하는 수단이 되는 빚 싸리2. “ ”( )

청소년 성매매 정윤3. ( )

유혹의 쏘나타 성매매업소 구인 광고의 메커니즘 위니4. : ( )

성매매 관련업소 구직자에 대한 네이버 지식 의 반응 민5. ‘ iN’ ( )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멤버 측 질문과 답글 우쭐6. ( )

성매매 정보의 온상지에서 남자들은 즐겁다 싸리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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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Ⅱ

성매매 구조 안에서의 다양한 피해현실1.

검색어:

위니

이룸에서는 성매매 여성들과의 상담을 통해 성매매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보고 들어왔다 그러나 우, .

리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는 한계가 있고 상담소까지 찾아오게 된 여

성들의 경험은 대부분이 극단적인 폭력의 한계 상황에 놓여 있었다 온라인에.

서 불특정다수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여성들도 과연 이들과 같은지‘ ’ ,

매일 속속들이 올라오는 지식 의 질문들은 성매매 지형의 변화를 함께 보여iN

주고 있는지 궁금했다.

정보의 네트워킹이 손쉽고 가능한 지식 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iN

를 가질 수 있는데 특히 성매매 여성들에 있어 별다른 부담이나 특별한 결심,

을 가지지 않고도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데 큰 가,

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식 을 살펴보면서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알. iN ,

게 된 여성들과 지식 에서 익명으로 보게 된 여성들의 사연이 크게 다르지iN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떤 때에는 더욱 참혹하고 괴로워 보이기도 했다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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럴 때마다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

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알려주는 것이,

라 생각했다 정보가 힘 이다 지식 에 자신의 경험을 쓴 여성들의 글 역시. “ ” . iN ,

우리에게 힘이 되는 정보 였다 지식 의 질문들에서 추정할 수 있는 여성들“ ” . iN

저마다의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는 성매매 문제에 한 층 더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그 언니들. ‘ ’

이 준 이룸의 숙제가 될 것이다[ ] .

성매매 유입 과정에서의 유혹과 갈등(1)

여성들이 처음 성산업에 유입되는 계기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

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나 대 초반 등 사회생활을 채 경험하지 못한 어린. 10 20

나이에 시작하는 여성들이 많은 편이다 성산업에서 업주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또 구매자들은 어린 여성일수록 성적 대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여성은 그 자체로 상품 가치가 높다 그러나 이 여.

성들은 성산업의 메커니즘이나 경제적인 구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자신을,

방어할 힘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일을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자본과 권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 혼란을 느끼게 된, ‘ ’ ‘ ’

다 사실 그 선택권도 자신의 것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다. ‘ ’ .

아래의 글은 무려 억에 달하는 빚을 진 가족들 때문에 진로도 포기하고 안마4

방에 취직한 세의 여성이 올린 것이다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섭렵해봤지만20 .

성매매업소의 벌이가 가장 낫기에 참아가며 일을 했는데 점점 그 일성매매, ‘ ( )’

에 익숙해지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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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3)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15&eid=Nm0cp0ZkWeiumqFZ/kVAhronwBCoFiFl&q
b=wfe+98D7wM4gwMwgwM/AuyCw6LzT

제목 직업적인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요 좀 도와주세요: ? ...
비공개 / 2007.06.29 03:04

전 어떻게든 일을 하루 늦게 시작하면 가족들이 하루 굶는단 생각에서 무조건 일을,
하려고 하던 중 고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어요, . 결국 제가

일하려고 들어간 곳은 안마방이구요 가자마자 일하는 걸 얘길 듣고 수입을 말로 듣고.
바로 일하기로 했죠 하는 일은 마사지를 해주고 시원하게 안마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 ,
면 된다는 거였어요 같이 일하는 언니한테 마사지 하는 법도 배우고 혈을 짚는 법 같은.
것도 배우곤 했어요 그리고 이틀간은 일을 하지 않고 손님이 왔을 경우 언니와 같이 방.
에 들어가서 그 한 시간을 보게 했는데...

전 딸로써 가장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동생도 쉴 수 있는 해 줄 수 있겠구나 싶어...
서 뿌듯해 있었는데 그 이틀을 룸에 따라 다녀보곤 정말 이틀간 룸에서 나오는 순간... ,
화장실로 가서 구토한 적이 너 댓 번은 될 거에요. 정말 그런 일인 줄 몰랐었죠. 하지
만 일을 시작한지 첫날 그만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사실 이런 일인 줄 몰랐다고 얘기,
는 했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는 말에 우선 첫날 일을 했지요 언니들이 한 것처럼 애교도.
떨고 애인같이 대해야 하는 그걸 저는 억지로 일부러 가식적으로라도 할 수가 없었어, .. , ,
요 원래 성격이 싫은 걸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순간의 상황에서 어찌할 도리가. ... ...
없었거든요 일이다 생각하고 언니들한테 보고 배운 대로 일을 해 나가곤 했죠. ... .

그리고 첫날 퇴근할 때 즈음 시간 일을 하고 명 손님을 받았는데 시급만 만 천원, 11 9 27 5
이 나오고 바로 당일지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팁으로 받은 돈만 만원이 약간 넘는 돈. 13
이 있었으니, 하루 일을 하고선 만원을 번 셈인 거죠40 . 그 때 생각은 괜히 지금까지...
동생을 고생시킨 것 같고 그래서 죄책감도 들었을 뿐더러 이렇게 제가 벌면 달 안에.. ... 2
도 빚의 는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마냥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신나서 일20% .
을 계속 해왔구요.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조차 의식을 못하

게 된 것 같아요 단지 룸에 들어오는 손님을 비위 맞춰주고 최대한 기분 좋게 해드.
리며 팁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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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을 모두 피해자로 명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답하기 어렵다 성‘ ’ .

매매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아님에 가장 큰‘ ’

이유를 들어 그 여성의 자발성 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스스로 성매매업소에( ) “ ” .

걸어 들어간 여성 손님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여성에 대해 어떤 혐오감을 가, ‘ ’

지고 있다 그런데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더라도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그. ,

런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몹시 힘들어 한다 위에 예, .

로 든 여성 또한 돈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잃어간다고 여겨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가 여성들에 대한 이러한 잣대와 평가가 올바르지 않다는 인식을 자각하.

고 일하면서 끊임없이 유혹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의 입장에 대해 생,

각해봄이 필요하다.

성매매 여성의 사회경제적 취약함(2) ․

왜 성을 파는 사람의 대다수는 여성이고 사는 사람의 대부분은 남성일까 그, ?

답으로 이런 통념이 가장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 여성의 몸은 섹시하고 남성, ‘ ,

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류의 답은 성매매’ .

를 존속시키기 위한 가부장제의 음모이며 성매매와 성산업의 저변에 깔린 많,

은 사회문제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많은 성매매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능력을 가지,

고 있다 사회적 위치가 취약하다는 것은 출세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 ’ ,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균적이거나 평등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빚에 몰리는 여성들은 억울하게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하고 주민등록을,

포기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경제력.

의 취약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화대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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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밤에 수십 수백만원씩 받는데 가난하다니 명품 좋아하고 사치해서 돈을, ” “

물쓰듯 한다던데 라고들 말한다 사실 성을 판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조건에” .

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성산업에도 계급과 계층이 세밀하게 나뉜다 어떤 여성, .

들의 경우에는 정말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식 에서 본 성매매. iN ,

현장에서 직접 만난 여성들은 입을 모아 여기서 빚 털고 나가기도 힘들다 고“ ”

말하고 있다 그 세계의 경제적 구조와 자본의 룰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 ‘ ’

용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비상식을 넘어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성매매는 자. .

본과 권력의 게임이다 여성들이 남성들이 취하고 있는 자본과 권력을 모두. ( )

점했어도 유리방에 앉아 손님을 기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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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성매매방지법 이 제정시행된 지 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선불금은 여성4「 」 ․
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보가 없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아직도 악덕업주들에게 시달림 당하고 있다 위의 지식.

질문 글을 쓴 여성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iN ,

문에 탈성매매를 한 지 한참이 지난 후임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것은 법과.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취약한 여성들에게 어떻게,

4)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sSDUlJfxtiGmsl3uLkYgjWZP31to6frf

제목 년 전 사채 때문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7 .
비공개 / 2008.01.09 17:39

친구가 보도사무실에서 선불금을 당긴다며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 땐 너무 어려서 위.
험한 일인지도 모르고 만원이라는 돈을 보증 섰는데 달 뒤 그 친구가 잠적을 했습니1000 2
다 그 때 제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보도 사장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발로 차고 너무. .
무서웠습니다 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보도 사무실에 일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일은 나가. .
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자는 늘어가고 사채를 썼습니다 달 사이에 빚은 늘어서. 2

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뒤 저는 소개소라는 곳에 갔습니다1700 . .

소개소에서 절 지방으로 보내줬습니다 거기서 달 있는 동안 죽고 싶었습니다 창살 없. 1 .
는 감옥이였습니다 달 되었을 때 차 나간 사이에 택시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년을 숨. 1 2 . 2
어서 살았습니다 년 뒤에 집에 왔을 때 그 업소에서 고소를 해서 기소중지라고 했습니. 2
다 전 사기죄라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강제로 차 내보내고 바깥 출입도 감시했던 그. . 2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거더군요 피해자일 뿐 년이 지난 지금 그 때 사채 만원을. ... 7 300
썼다며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달에 걸쳐 만원씩 가져갔다고 하는데 기억이 전혀. 3 100
나질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저는 시집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절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자고 해도 저의 사기죄 빨.
간 줄그어진 여자라고 하면 도망가겠죠 그 때 일은 너무나 지우고 싶고 되돌아 갈 수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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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서로 연결하는 다리를 짓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에서 감수성과 배려를 갖추고 있어야 이들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업소 내의 폭력성(3)

우리가 등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성매매업소의 흔한 이미지는 대부분 거TV

칠고 험악하다 깡패와 연관되어 있거나 욕지거리를 내뱉는 장면들이 자주 등.

장한다 실제로도 그럴까. .

이룸에서 상담이나 지식 질문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업소 내에서 업주 마[ ] iN ,

담 여종업원들이 각각 서로에게 맺는 관계의 성격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

었다 그들은 서로를 언니 오빠 삼촌 이모심지어 엄마 등 가족의 호칭을. ‘ , ’ ‘ ’ ‘ ( )’

써서 부르지만 자신의 이익에 반 할 때에는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해 누구보( )反

다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었다 특히 업소 내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돈에 묶. ,

인 여성들이야말로 그 세계에서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수시로‘ ’ .

욕설을 듣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며 구타와 폭행 피해도 다반사다.

성매매업소 내의 폭력성을 다루고자 한 취지는 일상적인 폭력거칠고 사나운(

태도나 강압적인 분위기까지이 누적되면 여성들에게 그게 얼마나 큰 공포감과)

무력감이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식 에서 찾은 폭력의 모습들. iN

은 대부분 물리적인 형태였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언어폭력 등 비가시적 폭, ‘ ’

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어 그것을 심각한 폭력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여성들은 폭력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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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힘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에 대해 둔감해지기 쉽다 그 결과, .

는 무서울 정도로 여성을 통제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사례[ ]5)

사례[ ]6)

5)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nep3AmQDReGpb3TtUWFyZu5NDuN1zlIS
&qb=wK/I7773vNIgsO280g==
6)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1407&eid=ZT9xAbGMP2qr6WkbgH9uaZdMBQPMsl
Nt&qb=wK/I7773vNIgsO280g==

제목 유흥업소 업주의 폭행: ...
그리고 강제적인 윤락행위 폭행이 무서워서 도망 나왔습니다...

비공개 / 2004.03.13 05:47
하루 이틀일하면서 업주의 강제적인 윤락행위와 폭행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업소.
바로 위층에 있는 모텔로 속칭 차를 나가곤했는데요 술취한 손님들 많이 있잖아요2 . ... ...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모텔에서 옷단추도 채우지 못한 채 뛰쳐 내려온 적도 있었어

요 그런데 업주는 누구 장사 망칠일 있냐며 소리를 지르며 다시 모텔로 보내곤 했... " ..."
구요 따귀를 맞는 것은 흔한 일이구요 안주를 내는 접시 아시죠 무겁구 큰 그 접... ... ? ...
시를 얼굴로 던져서 그것을 막다가 손두 퉁퉁 부어봤구요 그치만 중요한건 그렇게 맞...
은 사실을 증명할 진단서 한 장이 없다는 것이예요 정말 인간 이하에 대접을 받았죠... ...
감금을 한다거나 외출이 자유롭지 않지는 않았지만 결근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씩30
꼬박꼬박 결근비를 올리구요 그래서 도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제목 유흥업소 종업원의 폭행사건:
비공개 / 2004.12.22 13:05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집에 일찍 보내달라고 실장 마담 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욕( ) .
설을 해대며 참고 기다리라구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빈방으로 불러서 유리컵을 들이.
대면서 업소에서 잘한 일이 뭐가 있냐면서 위협과 공포심을 조성했습니다 같이 근무하.
는 언니를 전화로 불러서 그 언니가 올 때까지 집에 갈수 없다며 그 방에서 움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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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4)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법적으로 성립시키려면 피해자들의 결

백과 희생이 담보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하물며 성매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에 대해서는 그 같은 법적 투쟁이 더욱 힘들다 성매매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

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피해 여성이 차성매매를 나간 상황에서 발생했다는2 ( )

정황만으로 강제적이라는 부분이 인정받기 어렵다‘ ’ .7)

아래의 사례는 어떤 성매매 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관한 지식 질문이다 이iN .

여성은 한 남성을 손님으로 만났다가 사적인 관계를 맺은 후 성폭력 피해를 당

하게 되었다 업소에서 차를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2

서 전형적이지 않다고 여겨지기 쉽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많을 것이라,

추정된다.

7) 성매매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차피해 보고서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년 쪽2 ( [ ], 2007 ) , 36『 』

못하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너무 무섭고 떨리고 해서 담배를 피울려고 하는데 피.
지 말라며 저에게 테이블위에 셋팅되어 있던 사기접시를 제 얼굴 정면으로 던져서 오른

쪽 이마에 군데가 찢어졌습니다 가 찢어졌습니다 진단 주 나왔구요3 . 1.5cm 3.5cm 2cm . 2 .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고한 관한경찰서는 제가 일했던 업소와는 긴밀한 관계..
에 있구요 저를 폭행한 가해자는 업소사장의 애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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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상담 사례.

에 의하면 업주나 사채업자들이 빚 퉁치고 나랑 한 번 하자 고 요구하는 경“ ”

우가 빈번하다고 하며 그것을 거부하면 아무한테나 대주는 주제에 튕긴다, “ ”

고 비난한다고 한다 성구매자들 또한 적지 않은 액수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성적 요구를 많이 한다 돈이 매개되어, .

있기 때문에 거절할 권한이 없는 여성들로서는 수치심과 굴욕감에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

이 질문에 비슷한 내용의 의견과 답변이 달렸는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들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전형적인 논리와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인생이‘ ’ . , ‘

걸려 있다 인생을 마칠 셈이냐 는 가해자에 대한 똑같은 걱정은 피해자의 상(= )’

처가 가해자의 명예에 비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폭력적인 의식을 엿볼 수

있다.

8)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YDzzkXCgwFy/Yul1JBBJ7uispdHPJARr&q
b=s+u3obnmILW1v+y5zCDHz7TZsKEgvsuw1LXI

제목 노래방 도우미 하다가 알게 된 남자로부터의 성폭행: ...
비공개 / 2007.06.11 01:31

도우미로 일하는 도중 손님이랑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어서 아는 오빠 동생으로 지냈습, ,
니다 몇 번 만나다가 방에 가서 원치 않는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가. DVD .
무력을 행사해서 하기 싫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임신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 쪽에선 책임진답시고 애를 낳고 같이 살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죽.
었음 죽었지 절대 그 사람이랑 살기 싫거든요 중략. ( )
노래방 도우미 중에 만난 손님이랑 원치 않는 관계시 밖에서 따로 만나서 강간죄가 성1. ( )

립되나요?
그 사람이 노래방 도우미라고 저를 맞고소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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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지식 에서 성매매 관련 질문들을 살펴보다보면 질문자 뿐 아니라 답변자 중iN ,

에서도 성매매 여성이 많이 눈에 띈다 전혀 모르는 타인이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위로해주는 답변들을 간혹 볼 수 있다 특히 아.

래의 의견은 생생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세세하게 담고 있어 주목할 만했다.

9) 각주 과 같은 주소 페이지6)

의견 비공개[ ] / 2007.07.11 23:49
과연 저 여자분이 자신의 경험을 백프로 객관적 정황으로 설명한 것이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알고지내다 보니 결국 지갑에까지 손대는 그 남자가 싫으니 결국은 성폭력으

로 몰아서 신고 하실려는 것 같군요 그리고 여관이나 디브이디방 충분히 도움요청 할.
수 있음에도 그리 하지 않으신 거 같구요 지갑에 돈 빼간 거 는 절도니까 신고 당연.
히 하셔도 되지만 성폭행신고 정말 신중히 하세요. 한 사람의 일생이 걸린 일입니다.
다른 일로 맘 상한 건 걍 그걸로만 푸세요 다른 거 갖다 붙이시지는 말구요. .
답변 비공개[ ] / 2007.06.16 08:01
법이란 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성폭행이란 건 고소한다고 다 성립 되는 건 아닙니다. .
그리고 그 입증과정 또한 어렵구요 제 경험상 첨엔 화가 나서 강간범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엔 수사 과정을 보고는 괜히 신고했다고 하는 여성을 많이 봤습니다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한남자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또 잘못했다간 무고죄로 님께서 처벌을 받,
을 수도 있음을 아시고 법의로의 접근 보다는 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

으니 두 분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보시는 게 맞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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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10) 각주 과 같은 주소 페이지6), 7)

의견 비공개[ ] / 2007.06.22 12:59
신고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본인이 모든 수모를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입니.
다 이왕이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받는다고 하세요 아니면 남자. .
수사관들이 조사받는 피의자 피해자 수두룩한 데서 다 들리게 얘기한답니다, .
저도 노래방 도우미 잠깐 하다 사기꾼 만나서 결혼 빙자로 만원 빌려주고 못 받았2000
습니다 고의로 돈 땜에 접근하였고 물론 신고했죠 근데 그런 남자들 특징은 노래방에. .
서 일한 거 아주 중죄로 경찰관한테 피력합니다 원래 질이 안 좋다느니 하면서요 아님. .
사랑해서 그랬다느니 사겼다느니 아마 그 남자도 그렇게 나올 게 불 보듯 뻔한 내, …

용;;;

아마 성관계에 대한 자세한 질문할 껍니다 그렇다고 죄 진 놈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
그런 거 감안하시고 차근히 냉정히 가끔 눈물로 호소하는 게 최고 대답하기 곤란한... ...
건 묵비권 행사하시면 되고요 저 새끼 옆에 있어 말하기 싫다고... ...
노래방 도우미는 가능한 며칠 정도 짧게 했다고 하세요 노래방 도우미 했다고 색안경.
끼고 수사하진 않지만 그래도요 이왕이면 그 남자랑 했던 말 녹취해두시고요 통화내... .
용이나 문자로 결정적 증거는 되진 않지만 수사상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

하여간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신고한다고 다 실형 받고 쉽게 절대 안 끝난다는 거...
실형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만약 수사하고 검찰로 넘어가서 계장이 귀찮은 사건 검사에

게 올리지 않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빽과 돈을 쓴 후에 검사한테 사건이 올...
라갔답니다 마음꽉 잡고 약해지지 말라는 것 저 같은 경우는 그 새끼 지금 담주 공판. ....
있구요 암튼 제 처지 같아 안쓰럽네요 진술 받을 때 최대한 그 놈 나쁘게 몰아가세... ...
요 님 물렁히 착하게 나왔다 님만 독박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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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단속시 인권침해(5)

성매매 업소의 단속은 현장적발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1) 업소에

서 여성이 구매자와 성관계 하는 현장에 급습하여 형사또는 단속 공무원가( )

사진을 찍고 바로 검거하는 방식이다 단속하는 이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이다.( )

이 같이 진짜 현장 만을 취급하는 단속 관행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을 뿐더‘ ’(?)

러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단속을 경험한 성매매 여성들은 수치심과 충.

격에 휩싸이고 경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

한편 단속에 대비한 업주들의 지시는 성매매 여성들의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한다 성매매 영업을 하는 안마시술소의 경우 단속이 뜨면 여성들에게 콘돔을. ,

삼키라고 하는데경찰에서 발견하면 성매매의 증거가 되므로 이 때문에 생명( )

의 위험을 겪기도 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

고 경찰에 처벌 받을까 두려워 위험을 감수한다, .

아래 지식 질문은 현장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올린 것인데 유사성행위 장iN ,

면을 목격하고도 경찰이 성매매방지법 위반이 아닌 무허가 안마 행위로 수사를

한다는 내용이다 질문 날짜를 보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몇 달 되지 않.

아 당시엔 아마도 삽입 섹스가 아닌 성행위는 처벌이 애매하다고 판단한 것, ‘ ’

같다 경직된 법 해석과 수사기관의 편의에 의한 단속 관행으로 당사자인 여성.

에게만 피해가 돌아갔다.

업소 단속에 대한 지식 질문들을 찾아보니 우리가 염려하고 문제시하는iN ,

성폭력적 단속 과정에 대한 고민보다 이후 처벌에 대한 물음이 대부분이었다‘ ’ .

성매매 행위로 처벌이 되면 전과가 되고 그것이 또 심각한 낙인이 되기 때문,

11) 성매매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차피해 보고서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년 쪽2 ( [ ], 2007 )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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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성들 입장에서는 단속 과정에서의 피해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없는 상황이

라 추정된다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

사례[ ]12)

건강문제(6)

성판매 행위가 건강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

하지만 우리가 상담을 통해 만났던 많은 여성들은 건강이 나쁘거나 건강을 돌, ,

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

다 성산업의 환경과 성매매 조건이 여성의 신체정신적 건강에 대부분 나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여성이더.

라도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더욱 회복이 쉽지 않다 아래 질, .

문 예처럼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업주 등의 성매매 강요가 심해 상,

12)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ZM/kv76MEZBiOBQ7IVeQZYn+XqF1Km9
0&qb=vve80rTcvNM=

제목 여대생마사지업소에서 일하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과태료가 얼마: . ?
비공개 / 2005.01.05 08:57

어제 손님을 한참 마사지해주는데 단속이 떠서 경찰한테 현장 딱 걸렸습니다 그 때.
손님은 벌거벗고 누운 채였고 발기 상태 저는 유니폼인 란제리와 망사스타킹을 입( ),
은 상태였어요 도망칠 새도 없이 경찰이 들이닥쳐 그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 .
경찰서에 저와 동료 명과 실장님과 사장님이 가서 무슨 조서같은 걸 쓰고 왔습니다 성, 1 .
행위는 안 하고 마사지와 애무만 해주는 거라 그런지 경찰들이 증거물로 쓰다버린 콘돔(
을 찾으려고 가게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들이댈 잣대가 없는 모양),
이더군요 그래서 뭐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데 무허가로 전신 마사지를 해줬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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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사례[ ]13)

업소에서의 경제적 피해(7)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빚에 허덕인다는 것은 일부 사실이다 그러나 거꾸로.

업주나 업소 주변인에 의해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입는 여성들도 매우 많다.

이런 경우 여성들은 법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자신도 성매매로,

인지되어 처벌 받을까 두려워 쉽게 나서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다 지식. iN

에 올라온 아래의 두 질문은 특히 상담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사례들

이다.

13)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3&eid=BR9cWxkviK58Rr4YMW0zAICkVlExZ2J
N&qb=wLG29CDA2rz2ILn9t/w=

제목 윤락알선 신고:
비공개 / 2007.07.02 18:24

빚이 다 까질 무렵 올라가자마자 아이를 가진걸 알게 되었고 소파수술을 바로 못 받게

되는 일로 한 달 동안 지방에서 살다 수술을 한 달 뒤에 받았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수치.
로 인해 수술도 못 받고 계속 가게서도 닦달을 해서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병원을 갔는데

도 수술을 안 해줘서 제가 사는 곳으로 내려와 수치 얘기도 안하고 바로 수술을 해버렸습

니다. 수술 받은 지 일 만에 나와서 일을 하라는 바람에 몸도 축내고 사람들이 미워3
서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다 한 여자 밑으로 들어가 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한

번도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개월 만에 엄청 올랐습니다 이젠 일을 하려해도6 . 6…

개월 동안 몸이 너무 축나고 갑상선 항진증과 함께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병원에 갔는

데 보통 갑상선 항진증은 몸이 너무 많이 움직여 행동 하나하나 정신이 없는데 저보

고 우울증 치료를 권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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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4)

일반적인 직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의 노동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흥업소의 경우 만약 담당 근로감독관이 성매매 사실.

을 인지한 경우 사법기관에 넘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이용하지

못 한다.

사례[ ]15)

14)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1&eid=GBGnp5YfmLdhyi8wZf7qjupvmKYMURJE
&qb=wK/I7773vNIgwNOx3cO8utI=

15)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2&eid=sYHhgCvY4ghEgyHN82Nr5a+Uy3kFdAnP
&qb=wK/I7773vNIgvNK15ry8

제목 유흥업소 임금체불:
비공개 / 2007.04.06 16:53

가게는 옮겨야겠는데 지금 너무 걱정되서 잠이 안옵니다 전 일산에서 일하고 있는 유흥... .
종사자인데 마담언니가 알고 보니 그만두면 계산을 안주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
그렇다고 싸잡아서 내 돈 내놓으라고 해도 나 배째라 이렇게 나올 사람이고요 총 받을.
돈만 만원이 없습니다 저 정말 그 돈 못 받으면 죽습니다200 . . ㅜㅜ 차 문제 때문에 잘2
하면 경찰에 신고도 못할 지경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제발 좀 도와주세요... ㅠ

ㅠ

제목 유흥업소 아가씬데요 세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꼭 답변요: .
비공개 / 2007.02.14 22:55

종 룸에 일하고 있구요 가게에서 적는 세금장부 있잖아요 그거 쓴지는 년 정도 된1 . . 5~6
거 같아요 근데 일을 거의 안 했을 때도 년치 수입이 사천칠백이나 올라가 있어서 이상. 1
해서요 어떤 가게에서 계속 올린건거 같은데 그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그리고 제. .. .
가 일 그만두고 있다가 갑자기 세금 왕창 터지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구요.
작년엔 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보니 몇 년 동안 꾸준히 몇천씩 제



네이버 지식 안의 성매매‘ iN' ◇ ◇

28

이룸에도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에 대한 세금신고를 허위로 하여 고액의 세[ ]

금 납부를 독촉 받는다는 상담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업소를 그만두더라도. ,

여성의 신상정보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 소득 신고

를 하는 악덕 업주들도 많이 있다 특히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병. ,

원 치료에 훨씬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

장의 문제에 대해 조세 담당 기관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 성판매 경험 노출에 대한 우려(8) -

성매매 용어를 사용하기 전 법적으로도 명시되었던 윤락이라는 말은 도덕‘ ’ , ‘ ’ ‘

적으로 타락 했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성을 사는 남성 구매자나 여성을( )’ .淪落

파는 업주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들을 지칭한 단,

어였고 그 여성들에게 비난과 책임을 돌리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라는 용어는 아직 많이 보급 되지 않았는지 상담을 하는 여성들까지‘ ’ (?) ,

도 윤락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다 그냥 입에 붙은 익숙한 말이라 무심코‘ ’ .

사용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스스로 체화되어 여성들은 누군가에 자신의 존재,

가 드러날까 늘 조바심 낸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여성이 성매매 업소 바깥에서 자신의 성판매 경험을 노출,

한다면 한 개인 시민 여성으로서의 삶에 심각한 위협과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

크다 사실 성매매 문제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낙인은 여성에게 있어 사회적.

수입이 올라가 있더라구요 이런 거 어떻게 확실히 알아볼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내야. .
할 세금 어디 가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쪽에 통 문외한이라서요 꼭 자세히? .
좀 알려주심 고맙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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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뜻한다 업주나 사채업자 등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한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평생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야.

하고 성산업에 옭아매져 벗어나지 못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

사정이 이러하지만 성매매 업소 내에서는 개인정보가 무척 손쉽게 통용된다, .

여성들은 업주 등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놓아야 한다 특.

히 선불금을 받을 때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은 기본, , ․
서류이다 또한 일 하면서 잘 모르는 이의 보증을 서주거나 핸드폰 명의를 빌. ,

려주는 일도 잦다 이렇기에 그 안에서 여성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돌아다니.

고 누구에게 이용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

결혼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몹시 불안해한다.

사례[ ]16)

16)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2&eid=xDYNMW2aEG3tKIJQMUwYqtBF63YcW0
dk&qb=wK/I7773vNIgvNK15ry8

제목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개인 신상정보 유출여부:
비공개 / 2004.12.08 14:25

저는 아르바이트로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데요 저희 업소가 등록은 종으로 되어있거든1
요 저는 알바로 뜨문뜨문 나오는데 요즘 저희 가게 아가씨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민증.. ..
달래서 복사하더니 어제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월달에 번거에 싸인하라는데 보11
니까 제가 매일 출근한 걸로 되있고 총 수입도 거진 배 이상 되있더라구요 걍 싸인하긴3 ..
했는데 너무 찜찜해서요..

그거 하면 의료보험료가 오른다던데 저는 그것보다도 제 신상명세가 공개되는게 더 두..
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 개인정보에 제가 유흥업에 일했다는게 나오게 되나요.. ?
예로 누가 제 뒷조사 를 할때 제가 유흥업에 일했다는걸 알수 있는지 알수 있다면 어떤(?) ..
경로 예로 머 소득 조사때 나온다던지 머 등본에 나온다든지 이런거요 솔직히 낮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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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인터넷 성매매조건만남를 하다가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는 여성들의 상( )

담 전화가 있다 성구매 남성이 성관계 후에도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여성을. ,

신고하거나 신원을 노출시키겠다며 협박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성별을 떠.

나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처벌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똑같이 범, .

법 행위를 저질러도 성매매 문제에 있어 남성은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 남성들, .

은 이 통념을 비열하게 이용해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지.

금도 아래 지식 질문처럼 불안에 떠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을까iN .

사례[ ]17)

17)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2llZ2CHRaHWIhV21qOT/iVZMmZnNcEH3
&qb=vLq4xbjFILz2u+cgtOu788Da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고 잠깐 일한건데 제 신상에 그 기록이 남는다면 넘 억울할거 같..
아서요 또 보험료 상승 외에도 그로 인해 제가 얻게 되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불안한건 나중에 결혼이나 기업이나 기관에 취직할때 그 여부가.
공개되느냐 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현 직장에서 대보험 그런거 자동으로.. 4
빠지는데 이거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직장에서도 알게 되는지도요..

제목 성매매 수사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 .
비공개 / 2007.06.12 12:26

한 주 전쯤에 세이클럽 이용 성매매 수사 대상자이오니 출석 바랍니다 미출석시 소환3 " .
장 발송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문자를 받고 놀란 마" .
음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수신된 문자에서 바로 통화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 미스 등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자다 깬 목소리로 문자.
보낸 적 없고 일반 가정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누군가의 장난으로 생각, .
하고 문자도 지우고 했었습니다.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겁을 먹는 이유는 세이에서 몇 번의 만남을 가진 것이 사실이기, ,
때문입니다 저는 여자이구요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도 겁도 나지만. .
부모님이 아시게 될 것이 가장 제일 무섭습니다 미성년자는 아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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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강요하는 수단이 되는 빚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2. “ ”

검색어:

싸리

상담소 이룸에서 성매매피해와 관련한 상담 중에 빚과 관련된 상담내용은[ ] ‘ ’

년 기준 전체 상담의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내용의 상담에 비2007 34%

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매매 업소들이 여성들을 묶어두는 빌미.

가 선불금 사채빚인 경우가 허다한데 법적으로 그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

고 있어도 그 빚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 에서 온라인 아웃리치를 진행한 초창기에도 주로 선불금이라는 검색어iN ‘ ’

를 이용해 상담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는 성매매와 선불금 사채빚이 그야말로, ,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지식‘ iN’

사이트나 다음 신지식 사이트에서 마이킹 선불금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해보‘ ’ ‘ ’,‘ ’

라 대부분 유흥업소 다방 등에서 선불금을 제공하고 암묵적으로 성매매를 강. ,

요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며 거기에 달려 있는 대부분

의 답변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기생하고 있는 사채업자나 업주들의 잘못된 정

보로 오염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 현실에서 지독하게도 해소되지 않는 빚과 관련된 질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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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분석하여 이후 많은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들이 보이지 않는 상담수요를

찾아내고 제대로 된 정보를 유포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성매매와 선불금의 필연적 동거(1)

성매매 업소에 들어갈 때 업주나 사채업자가 여성들에게 일정금액의 선불금을

제공하며 이는 여성들을 성매매 구조 안에 묶어두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은 이

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라는 업소에서 만원 정도의 선불금을 받고 업소에서 일하게A 200

되면 보통 지각비 결근비 등의 벌금같이 업소에서 암묵적으로 빚이 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놓게 된다 그러나 꼭 이런 것이 없더라도 성매매 시장에서 여성.

의 몸은 괜찮은 자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형수술 고가의 화장품‘ ’ , ,

의류 구입 등 소비가 많아지는 현실18)에 처하게 되어 빚이 늘어나기도 한다.

빚이 늘어나면 애초에 선불금을 제공했던 업주나 사채업자의 압박은 더 가중되

기 마련이고 여성은 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라는 업소에서 빚을 갚을 수B

있을 만큼 선불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게 된다 이런 구조는.

겉에서 보기엔 마치 동등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끼리의 협상처럼 보이지만 업

주나 사채업자에게는 애초에 지급된 선불금을 빌미로 계속 여성을 거래하고 그

이득을 톡톡히 챙길 수 있는 장사이다 심지어 이룸 상담사례 중에서는 굳이. [ ]

18) 네이버 지식 에서 텐프로 주로 강남 룸살롱 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왜 빚이 많은가요 라는iN ' ( ) ?‘
질문에 대한 답변 년 이룸(2007 , [ ])
중략 일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요구되는 것이 많더라구요 아무리 하루에 버는 돈이“( ) .
많아도 장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이나 가슴성형 하라고 권하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돈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품 구입하는 것도 아무리 당사자가 경제권을 쥐고 잘 조절한.
다고 하더라도 손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또는 업소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구입할 수 밖에 없는 환

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구요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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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 없는 여성에게까지도 업주가 선불금을 제공하면서 원래 이 업계에‘

서는 업소에 처음 들어올 때 이런 걸 받아야 한다 고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상.’

황도 접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 에서 성매매의 인신매매적 성격은 이렇듯 빚과 관련한 질문검iN ‘ ’ (

색어 선불금 마이킹 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 .

사례[ ]19)

19)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eid=rXIqvagmn5r1Mdq/znbG50ZmGNWrft0
검색일자V&qb=uLbAzMW3ILanua6/oSCxq7fOv/a/5A==( :2008.6.17)

20) 마이킹 선불금:

제목 마이킹: 20)때문에 괴로워요

비공개 2008.06.03 09:06
년전 쯤에 친구와 마이킹 받아 차용증도 쓰고 룸에 근무하던 중 몇 주 후에 가게가3-4 < >

맞질 않고 돈벌이도 안 되고 해서 친구와 다른 가게로 옴길려고 하던 차에 마이킹이 넘

많아서 이상이라 다른룸에서도 마이킹을 받아주지 않아 다른곳으로 알아보던중에<500 >
룸은갈곳이 없어지자 친구소개로 안마로 가게되어 가치룸에서 일하던친구와 각자 다른업

소 안마 로 가게되었습니다< > .
일배우고난후 선불해준다길래 그동안 룸사장이 일배우는동안 기다려준다는 조건하에 룸

사장동행 해서 제가어디안마에서 일하는지 선불해줄수 있는지등 알고 갔습니다< ...> .
안마에서 일주일 넘게 일을배우고 있을때쯤에 며칠후 다른친구는 벌써 선불을 해줬다는,
애기를 듣고 선불금 빨리 해줄수 있냐고 했더니 일다 안배워서 안된다 했고 그래서 전

그친구 가게로 가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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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1)

성매매 밖으로 나와도 빚 이 쫓아오는 현실(2) ‘ ’ ‘ ’

업소에서 일하는 중에도 빚은 계속 여성을 괴롭히지만 성매매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결코 아니다 선불금 빚 사채 빚 옷화장. , , ․
품 외상 빚 연대보증맞보증으로 인한 빚 방보증금 빚은 성매매 업소에서 나, ,․
온 후에도 심지어 업소를 나와 결혼하고 다른 일 하면서 잘 살고 있는 와중에,

도 끈질기게 여성들을 찾아와 일상을 들쑤셔놓는다.

21)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7yTtlXRzrjJ0LJqM8i4GbrYBgTeKAMHB&q
검색일자b=xrzEz7TZueYgvLG60rHdLi4u( : 2008.6.17)

제목 티켓다방 선불금: ...
비공개 답변 조회2008.04.26 23:52 / 3| 668

저는 어떻게 사정이 생겨 다방이라는곳에 오게돼었습니다.
물론 저혼자가 아니고 동생과 함께요 전 이고 동생은 입니다(29) (24) ..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빛이 늘어나는 거에요 물론 배달과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 다방

이구요 아무도 모르게 성매매도 이루어 지는 다방이죠. .
중략( )…

그런데 저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여서 솔직히 돈이 부족햇습니다 아이의낙태 수술비가

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다방 업주가 아이를 때어 주는 조건으로 우리는 일을 햇습니200
다.
그래서 빛이 이 됀거죠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지각비 결근비 로 시간당 만200 ... < > < > 2
원에 결근비는 만 원입니다 한달에 매상을 을 올려도 돌아오는 돈은 아무것도 없습20 .. 600
니다 빛만 늘어갈 뿐이죠 그빛의 일부가 전부 시간비와 지각비 등등 이였습니다... ... .. .. ...
그래서 이대로는 안댈꺼 같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도망갈까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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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 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과 고민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과거iN

의 채무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당해 시간이 흐른 후 기소중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잘 살고 있는 와중에 업주나 사채업자가 나타나 채권추심을 당하

게 되었을 때가 많다.

사례[ ]22)

22)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lV5nKaru+qim4/DFfg3FOOcutDG0b2
검색일자TC&qb=MTCz4sD8IMCvyO++97zSILyxutKx3Q==( : 2008.6.17)

제목 년전 유흥업소 선불금에 대해서: 10
비공개 답변 조회2008.04.24 20:21 / 2| 41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년 전 까지 유흥업소에 종사했습니다 처음엔 빚이 없이 있었10 .
는데 년사이 무려 만원이나 되는 빚이 되더군요 결국엔 소개소에서 광주에 있는,,,,,2 2000 .
윤락업소로 저를 넘겼습니다 개월 정도 일했을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6 .... .
외부와는 일체 연락을 하지 못했고 외출을 할 일이 있으면 단체로 다녀야했습니다.
매일 명의 남자들고 잠자리를 해야했습니다 그런식으로 개월을 일을해도 빚은 갚아2~3 . 6
지지가 않더군요 그러다가 간신히 정말 도망을 쳤습니다. .
물론 돈을 마련해서 갚으러 갈려고 했지만 당시 어린나이라 그 많은 돈을 마련하기가 쉽

지 않더군요.
그렇게 년이 흘렀습니다10 .
현재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지요 사실 돈을 마련해서 갚으려고 했지만 한번에 모...
아서 갚는다는게 쉽지 않더군요 그리고 혹시 집으로 잡으러 올까봐 주소지는 실거주지와.
다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고모님댁으로 경찰이라면서 찾아왔다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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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

제목 사기죄 업소 마이킹 선불금 에 관계된 질문입니다: ( ) .
비공개 답변 조회2008.04.22 21:07 / 2| 157

제가 년도쯤 강남에 있는 룸싸롱에서 일을 했었습니다2003 .
한 일년정도 일을 하다가 가정환경의 악화로 천만원의 소위말하는 마이킹을 받았습니다.
중략( )…

마이킹을 받기 전까지는 차에 대한 강요도 없고 일하기가 힘들진 않았는데2 ,
마이킹을 땡기고 난뒤 소위 말하는 차를 종용하는 어려운 근무환경이 됐습니다2 .
마이킹을 받고 한달 반 정도 지난후에 너무나도 집요한 윤락강요와 선불금을 받기전과

는 너무 달라진 태도로 인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중략( )…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고 일을 그만둔 뒤 그 업계와는 아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됐

습니다 또 그 마담도 저를 찾지 않고 본집으로 들어간뒤 어떠한 찾는 기미도 없었습니.
다.
일반회사에 취직하여 과거를 잊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자도 만나고 결혼까지 하.
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지난주 토요일쯤 친정집으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마담이 보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와서 왜 저를 찾. .
으려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그 마담의 본명도 모르겠고 그 업소도,
잘 기억나질 않습니다.

네이버 지식 에서 보여지는 사례에서는 보편적으로 업주나 사채업자가 시간iN

이 지난 후 찾아와 협박하는 예이지만 그 외에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면서 지

게 된 외상값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당했거나 성매매 업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 (

지만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가 갑자기 등장하거나)

연대보증 등으로 문제가 된 경우들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과거 성판.

매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

23)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lKXJtUe1kvfTMDW05hXxh/PK044NjInS&q
검색일자b=u+ex4sHLIL73vNIguLbAzMW3( : 200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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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라는 사회적 낙인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일상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어서 갚을 필요가 없는 채무 심지어는 과거에 이미 다 갚은 채무임에도 불구,

하고 그들업주나 사채업자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변제하는 경우도 종종 목( )

격하게 된다.

그래서 업소 선불금 이외에 개인 빚에 대해서도 그것이 성매매와 어떤 연관성

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오염된 정보들의 난립(3)

네이버 지식 에서 위와 같은 질문에 사람들은 어떤 답변을 해주고 있을까iN .

본 조사에서 살펴본 바로는 여성들에게 유리한 법률정보를 알려주기보다는 여‘

성의 힘든 상황에 대한 동정 성매매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라는 권유 돈’, ‘ ’, ‘

은 갚는 게 사람의 도리라는 훈계가 눈에 띈다 또 그 중에는 업소 선불금 빚’ .

을 못 갚아 고민이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선불금 빚을 해결해주겠다는 의도

로 업소 구인광고를 하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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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4)

성매매로 그 이득을 챙기는 집단 중에 하나는 바로 여성들에게 기생하는 사채

업자들이다 이들은 비록 업주들과 결탁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성매매가 용. (

인되는 유흥업소나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며 일정한)

관계를 맺기도 한다 특히 업주와 관련이 없는 사채업자의 경우 법망에서 빠져.

24)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BLiFFtC9LqeLdf0NdoX4nCAT6Qx/JtSK&q
검색일자b=vcWx1CC02bnmIL/Ax8IgvLG60g==( : 2008.7.1)

제목 오픈다방: ^6
비공개 2008.04.27 12:39

이번에 경북 후포에 신규오픈한 가게 입니다 모든 조건 맞춰드리구요 능력제나^^ 5:5
아님 월급제 아가씨가 원하는데로 해드림 숙식제공 선불 빨리까지 해드립니다 몸만 오세

요 월수는 이상 생각하시면 돼고요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500 010-7430-8073
제목 내공 드림 티켓다방 업주의 성매매 처벌에 관하여 묻습니다: re: [ ] .

비공개 2008.05.18 19:39
파주에서 다방 오픈 해보려 합니다

같이 장사 해보실 대여성분 연락 바랍니다2~30
010-8350-2600

년 월 일 올림2008 5 18
제목 내공 드림 티켓다방 업주의 성매매 처벌에 관하여 묻습니다: re: [ ] .

비공개 2008.06.04 16:09
경기도 송탄에 잇는다방이구여 입금제 월급제 알바 모두가능하구여, 5:5..
재료비없구 숙소제공 매주일요일은휴무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근무 또는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근무시간은 선택할수잇구9 10 10 11
여 지역개발관계로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잇습니다

기본 백이상은 다벌어가니까 맘 놓고 오셔서 돈 마니벌어가세요300
선불가능하며 전화나 문자주시면 바로연락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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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엔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비록 사채업자의 존,

재가 성매매라는 불법사실과 관련이 없더라도 성매매에 협력하고 있는 정황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사채 빚을 그저 성매매와 관.

계없는 개인 빚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매매와의 연관성이 먼저 검‘ ’

토되어야 하며 그것에 따라 법률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

이다.

네이버 지식 에서는 예상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안들이 전혀 검토되지iN

않은 채 개인채권채무관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경우들

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 사례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채업자의.

채권추심으로 괴로워하는 여성의 질문에 대해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인식해 답

변한 예이다.

사례[ ]25)

제목 사채업자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경찰서에 가려고 합니다: re: .
비공개 답변채택률 15.4% / 2008.04.07 09:44

안타 깝네요 힘내세요“ ... !!!
잘 찾아 보시면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불법사채 쓰지마시구염....!!“
제목 사채업자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경찰서에 가려고 합니다: re:

비공개 2008.03.20 23:11
쪽지주세요 어쩌다가 그러십니까“ ... ...
저는 금융 회사 팀장이구요2 ~
대출업 금융업 쪽으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25)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301&eid=hwEPYlpnu2xTraiz807aNDmQSAz2kXb
m&qb=u+fDpL73wNrAxyCw+rW1x9Egw6Sxx8PfvcnAuLfOIMDOx9ggsObC+7ytv6EgsKG3wbDtIMfVtM+

검색일자02SAu( : 2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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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금액상의 합의를 통해 조용히 해결하는 방식을 권유하는 답변도 눈

에 띄는데 성매매 경험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여성들에게 이런 권유

는 법률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쉽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비합리적인 제안

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구조 안에서의 빚 그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4) ‘ ’, …

성매매 업소 선불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여성부나 여성복지‘ ’ ‘

상담소 여성인권위라는 곳에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정확’, ‘ ’

하게 그곳이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간단하게 덧붙여지는 답변

이 대부분이다 성매매 구조 안에서의 빚이란 여러 가지 경로로 성매매와 관. ‘ ’

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도 되도록 성매매피해지원상담.

소의 상담경험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답변이 적절하다 또 성매매와 관련 없.

는 빚이라도 그것 때문에 탈성매매가 어렵다면 파산신청을 권해볼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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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업주나 사채업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1. ( ) ‘ .’
업주나 사채업자의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
돈을 받고 일을 했거나 빚을 일부라도 갚았거나 연락 없이 잠적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
는 성립되지 않아요 사기죄란 남을 속여서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하는데 성매. ,
매와 관련된 사기사건은 업주가 업소에서 고용한 여성이 없어지거나 빚을 못갚는 경우 불

법적인 선불금 제공에 대해서는 감춘 채 단순한 사기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여성들을

경찰을 이용해 찾아내고는 하지요 업소 선불금과 관련한 사기 건은 업소에서의 성매매. ‘
사실과 그 연관성이 인정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
또 업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채업자가 고소한 경우에도 그들이 주로 암묵적으로 성매‘(
매가 용인되는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범죄는 아)
니지만 성매매 업소운영에 협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겁.’ .
이 나서 무조건 피하시는 것보다 가까운 상담소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합니

다. ”

메시지 업주 사채업자 채권회사의 채권추심에 대한 대처2. ( , , )
업주나 사채업자들은 업소 선불금이 불법채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빚독촉을 하는 경우“
가 많아요 온갖 협박과 위협을 해서 돈을 받아내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마는 거죠 따라서. , .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선불금이 불법채권이라는 점 계속 채권추심하면 민형사‘ ’,‘ ․
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로 하기 어려우시다면 상담소에서 그 당사자에게 위의 법률적인 내용을 포함한 내용

증명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업소에서,
일하고 있고 빚이 있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동거인 직장 동료에게 알리는 것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사. ,
생활을 방해한다는 행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업주나 사채업자에 대해 이런 메시.
지를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방어하시는 게 불법 채권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봐요 업주나 사채업자는 자신을 신고할 수 없을 거라는 오만.
으로 여성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경찰이나 상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런,
오만을 수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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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 자원활동가 모임에서 진행한 온라인 아웃리치 내용 중[ ]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elooja / 2008.01.07 00:03

안녕하세요 저는 성매매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
먼저 힘든 상황에서 글을 남겨주신 님의 용기에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방에서 일하실 때 차 성매매 가 있으셨다면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무관계는 성매2 ( ) '
매 방지법 상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비 결근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떼어가는' . ,
것은 여성들을 묶어두고 선불금을 늘리려는 수법으로 불법이랍니다 따라서 갚을 필요가, .
없는 돈입니다다만 법적으로 성매매로 인한 채무관계라는 것을 증명해나가야 하는 절차. ,
가 필요하기는 해요.
이 과정은 성매매 관련 단체나 상담소 상담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과정에서.
담당상담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구요~~ .

여성인권중앙센터종이학 에가셔서님이계신http://www.stop.or.kr/htm/sub_03_02_01.asp ( )
지역에 맞는 상담소나 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마음 속으로 꼭 응원할게~!!!
요~“

이런상황도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가요re: ? ??
elooja / 2008.03.30 23:40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흑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하여 답글“ . .
을 남겨요.
업소에서 생긴 선불금 때문에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성매매 방지법 상에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무관계는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님의 선불금이 성매매로 인한.
것이 증명이 된다면 갚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성매매로 인한 채무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
기 위한 자료들이 필요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는 해요, .
님이 일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장부나 손님 신상명세서 같은 것이 있다면 해결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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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하시려면 어려운 점이 많으실텐데 님이 계신 곳 근처에 있는 상담소에서 도움을 얻

으실 수 있어요 님이 고민하시는 고소에 대한 문제도 도움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제가. .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가르쳐드,
리고 싶어요~

여성인권중앙센터종이학 에가셔서님이계신http://www.stop.or.kr/htm/sub_03_02_01.asp ( )
지역에 맞는 상담소나 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되요 상담하시면 변호사 선임 등의 모든.
절차를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비밀보장 되니 그 점은 걱정 안하셔도 되요. .

여기서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하실수도 있구요http://www.e-loom.org/ .
혼자 속앓이하시며 힘들어하시지말고 꼭 연락하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출처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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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3.

검색어:

정윤

중고등학교 시절 소위 남자애들과 잘 놀고 옷을 잘 입는 날라리 청소녀에 대

해 누군가가 내 귓속에 쟤 걸레래라고 소곤댔던 일이 생각난다 날라리 청소‘ ’ .

녀는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문화를 접하는 무리로 생각했고 선생님들이나 친,

구들 그리고 나 역시 그녀에 대한 편견 가득한 시선을 주었음은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다.

고등학교 학년 때 좀 노는 아이로 여겨졌던 한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기2

시작했다 들리는 소문으로 그 애는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날라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소위 더 질 나쁜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 일을 종종 목격하곤 했‘ ’

다 엄연히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는 친구들이 경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학교.

에서 낙인찍히고 배제 당한다 이렇게 시작된 낙인은 그녀의 삶에 있어 더 큰.

낙인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서 또 하나의 배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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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1)

네이버 지식 에서 가출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청소년이 쓴 글이다 가출은' iN' ‘ ’ . ‘ ’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또는 배제되었을,

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실행된다 물론 가출하고 싶다는 글을 쓴 청소년들 모두.

가 실제로 가출을 감행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은 청소년이.

가출을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가출을 혼자 감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

은 친구와 함께 가출을 하거나 인터넷 공간에서 가출 일행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례[ ]26)

26)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8&dir_id=814&eid=Ii82HTZEhbD0j6+vyiuP8hr7q4wR9+TW&q
검색일자b=v6nA2iCwocPi ( :2008.7.21)

제목 살여자 가출일행구해여: 16
비공개 / 2008.03.11 13:18

살 여자구여16
가출햇다가 지굼집에들어온상태에여

제발로들어왓는뎅 이번엔 안들어갈 구여 쪽지주세여 남자여자중고생만받아여ㄹㅕ

제목 살여자 가출일행구해여: re: 16
비공개 / 2008.06.20 02:51

네그러시겟네요 저도그런적이잇어요... ........
정말힘들죠 저는 부모님통장 만원갓구 중학교 학년때집을나왓죠800 2
정말후회됨니다

근데거기서 일년을버티고집을들어갓습니다

근데집을들어가기에는자신감이잇어야되요 물론사회생활힘들죠 저도 이제 살올라가는데요17
부모님한테가출이아니라 혼자떨어저서 공부하면서지내겟다고하고 혼자살면서진짜놀고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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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7)

27)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8&dir_id=814&eid=LSNWsbHRdb+L5NRg/yDxpMXfiTKR1J1
검색일자A&qb=sKHD4iDAz8fg ( :2008.7.21)

네요 그쪽보니깐제생각나서말씀드려요 지낼때없으면저한테언제든지오세요 ...

다른건못해드려도 먹을때같이먹고 잠자리는재공해드릴께요...
버디아이디신난병아리 친추하고쪽지해주시고요: <
네이트온 일촌걸어주세요 믿에 일촌걸때말씀써주시고요:-_-@a.s <<

제목 가출일행 구합니다: ~
비공개 답변 조회2007.05.06 18:40 / 6| 247

가출일행 구합니다 중 여자구요 서울성동구에 살아요~ 3
가출하면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을거라서 가출중에 집에 들어가시려는 분은 사양합니

다 저랑 같이 가출 하시려는 분은 쪽지 남겨주세요. ~
추가된 질문 추가 저기 비공개로 하신님 제가 버디아이디가 없거던요2007.05.13 21:55
그러니까 저한테 폰번호 쪽지남겨주세요

제목 가출일행 구합니다: re: ~
비공개 2007.05.07 15:49

저한테 쪽지로 휴대폰번호하고 버디아이디보내주세요.
저는 남이요 나쁜사람아니고요15 ;; ㅎㅎ
재밋게 가출하면서 노실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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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8)

청소년이 가출을 결심했을 때 먼저 걱정하게 되는 부분이 숙식의 해결이다.

특히 청소녀가 가출에 대한 글을 올렸을 때 답변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반응이,

나가면 몸을 버린다는 말이다 실제로 숙식을 해결할 때 아는 오빠네 집에서‘ ’ . ‘ ’

잔다거나 아니면 가출 일행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일행 중 남녀를 가리지 않(

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청소녀는 성경험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여전히 작동.) .

28)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8&dir_id=814&eid=Wv6Sr0MOp5t8TnQM0oGUhKNEbdCN1lr
검색일자g&qb=sKHD4g==&pid=faGv2loQsDossa6PqyKsss--029153&sid=SF4D2uPqXUgAAFKen70( :

2008.7.21)

제목 가출이요 심각하거든요: ....
비공개 답변 조회2008.04.25 23:47 / 13| 2,155

길어도 들어주세요 그쪽은 장난일줄아시겠지만 저는 진심이거든요... .......
제가 아빠가없었는데요 엄마가 밤마다 술먹으면 저때리고구박하고머리카락도 가위로.. .
자르신분입니다.
전 학생이고요 여자에게 소중한건 머리카락이기도하잖아요 그걸 계속 번 정도 가위.... .. 5 ?
로 자르셨고,
제가 뭐라 때좀썻더니 죽으려고 산까지 올라가셔서 제가말렸었고요.
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잠자는건 개월 개월 그정도는 괜찮습니다아는오빠가있는데요12 ?10 ? . .
그오빠가 혼자살거든요 부모님이 다른나라에 가셔서요..; .^ ;̂
중략( )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죽음의나날일 뿐입니다.
하루하루 우는것도 습관이였고초등학생때는 배에 칼도 들여낸적도 있었습니다, .
제친구도 저하고 똑같은상황이고저희도같이 그곳으로 집을 나가려하는데요, .
제친구가 또 그전에 가출했는데 경찰한테 잡혀서 왔고요.....;
지금은 가출이아닌 아예 집을 나가서 친구들끼리 살려는작정입니다

먹는것도 오빠들이 사주고요저희도 쓰기는 써야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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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순결 이데올로기로 청소녀를 가두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가출한 청‘

소녀 몸 버린 여자라는 등식을 작동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은 청소녀와 구분= ’

을 짓는 문화를 만들어낸다.

또한 성매매의 유입경로의 과정으로서 가출의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꼭 가출이 성매매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성매매에 유입되는 청소년이 모두,

가출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매매에 처음 유입되는.

나이가 많은 경우 세 이하로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이 물적 자원이 빈약한16 ,

가출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건만남을 하거나 티켓다방에서‘ ’

일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는 사실은 가출과 성매매라는 경험이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순결이데올로기로 청소년의 가출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해결점이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순결이데올로기를 개의치 않게 생각하

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청소녀가 자신의 성경험에 대해 어.

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때이다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려. ( ,

운 점은 없는지 성기 위주의 섹스로 상처받은 적은 없는지 등 청소녀에게 닥, )

친 임신이나 성병과 같은 문제에 대한 도움도 당연히 필요하다.

네이버 지식 을 통해 가출 일행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아이디를 가진 청소iN

녀의 다른 질문을 검색해 보니 임신과 성병으로 고민이 되어 질문을 올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성경험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상태에서 익명이 보장,

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청소년들에게 네이버 지식 과 같은 공간이 긍정‘ iN'

적인 작용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녀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위와 같은 긍정적인 작용

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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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9)

29)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8&dir_id=815&eid=A5gKdHeVN/AEMq5s9eSyMeaNTTN/okv
검색일자M( : 2008.7.21)

제목 임신:
비공개 답변 조회2006.12.22 16:23 / 2| 79

저는 열여섯인데

가출한지이제열달가까이되가요

솔직히경험같은거 당연히좀하고다녔어요

근데어느날부터 생리가안나오길래 임신테스트기를사서해봤는데 두줄이나오더라구요

설마설마하고 산부인과를찾아갔어요

초음파검사를했는데 진짜임신이래요

그래서대책이없어서 엄마한테오랜만에전화를했는데 알아서하라더군요

의사가하는말이 일주일뒤에수술할수있다고 일주일뒤에찾아오라더군요

이제사일남았어요 어떻게하면조을까요?
대책이안서요 돈을모을라고 발버둥을쳐봤는데도 돈이절대로안모아지더라구요

어떻게해야대요 이럴때는어떻게해야되요? _ *ㅠ ㅜ

누구앤지도잘모르겠어요

어떻게해야대요 수술하라는날짜는다가오고 돈은안모아지고

이럴땐정말어떻게해야대는거냐고요

정말대책이안서요 아무생각이안들고 머릿속에온통깜해요

이럴땐정말어떻게해야댈까요? _ *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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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0)

십대의 성경험 전형적인 연애각본(2) ,

청소녀들은 가출이나 헌팅 조건만남 등을 경험하며 이미 만들어진 각본 남성, (-

은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고 여성은 몸에 대한 결정권을 넘겨버리는 방식을 그)

대로 답습하고 그 방식을 자연스러운 남녀관계라고 여기게 된다 이러한 전형, .

적인 각본은 여성의 몸이 성적 대상화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이 극대화된 방식이 바로 성매매와 중요한 연결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위험해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만남과 관계는 해변에서 거리에서 조건만. , ‘

30)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7&dir_id=709&eid=CaRlZQD9aXd/posGc5eV8jtT6QOpPiuF
검색일자( : 2008.7.21)

제목 임질증상:
비공개 답변 조회2008.02.27 12:25 / 1| 118

일전부턴가 생리도아닌데 아랫배가너무아프고요3
평소아파오던것처럼 살짝아픈것도아니고

똑바로일어서서 못걸을정도로 아파요

그리고 밑에 분비물도 너무많이나오고요 냄새도너무많이나요

제일 중요한건 저랑 관계를가졌던 남자두명이 성병에걸려서 병원에다니고있다는데

그럼 저도 성병인거죠?
제가 성병이있었기에 저랑했던남자가 성병이걸린거죠?
아랫배가 계속아픈건아니고 아팠다안아팠다 아플땐 정말 미칠정도로아프고

분비물도많이나오고 핀지뭔지 피 비스무리한것도나오고 이건 무슨증상이예요?
임질인가 뭔가 그건가요?
그리고 성병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검사를받는건 얼마정도들어요?
또 치료하는덴 얼마정도들어요?
미성년자가 혼자 병원가서 치료받을수도있죠 부모님이 꼭 필요하진않죠? ?



성매매 백과사전 인터넷에 끼어들기,◇ ◇

51

남 헌팅이라는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

사례[ ]31)

사례[ ]32)

31)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9&dir_id=90104&eid=x4SDqFb0SSGwU2KhuwFJXXmfbHnua
검색일자7mx&qb=x+XGww==( : 2008.7.21)

32)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9&dir_id=905&eid=Nm7hRZbp1AWJY1nDygU+imRCAJKFssr
검색일자f&qb=x+XGww==( : 2008.7.21)

제목 헌팅하는법좀 내용 있어요: ~ㅠ ㅎ

비공개 답변 조회2005.07.23 16:39 / 1| 13,644
이번 여름 방학때 친구들이랑 해수욕장으로 놀러 갑니다 ,
큰 펜션을 잡아서 놀거구요 ,
바다를 가면 헌팅을 해야 되지 안습니까 ? ㅋ
헌팅 할라고하는데 우리 애들이 좀많아요, ,
한 명 은 넘을거 같은데 이렇게 놀러온 여자애들이 있을까요8 , ?
그리고 불러서 술먹고 하다가 보면, ,
많이 취하면 떡치는거 아시잔아요 ㅎ

만약 하게 되면 어디서 해요 방이 있긴 한데 친구들도 있고 좀 그렇구? , ,
화장실도 좀 그렇고 ㅎ

아무튼 헌팅 성공률 높은 것좀 아려주세요 ~

제목 시간은 몇시때: ?
대략 시 쯤 넘어서10 ~
시 넘어서는 여자들 실컷 지들끼리 자빠져놀다가10 , ㅋ

들어가서 씻고 좀 쉬다가 화장하고 나오는 시간 ㅋ

낮에 헌팅해서 놀때도 있는데-
그때는 벳겨먹기 딱 좋은 시간 여자가( )ㅋ ㅋ

작년에 친구들이랑 그렇게 해서 밥값 하나도 안들었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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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해수욕장은 청소년들에게 해방적인 놀이공간이 된다 학교로부터 집으로.

부터 벗어나 또래끼리의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이 때 헌팅은 남성.

무리와 여성 무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이 놀이에서도 밥을 사

는 등의 돈의 제공은 남성들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부당하다고 느끼기

는 해도 의례적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돈은 두둑히 가져가세요.(

라는 남성들에 대한 충고 물론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쓰고 놀 수 있는가에 대- ,

한 남성들의 꼼수도 있지만 밤이 되면 상대 여성과의 섹스가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고 이때의 섹스는 상당히 성기 중심적임을 그들이 쓰는 은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섹스를 떡친다는 말로 표현함. ( )

장난처럼 그저 재미있는 놀이의 하나처럼 여겨지는 이런 만남과 관계는 사회,

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적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다.

조건만남(3)

조건만남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상대 남성과 로 만나서 이루어지게1:1

되는데 성행위만을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연애처럼 시작해서,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연애 놀이 자원을 구하는 행위가 뒤섞여 어. , ,

디서부터가 성매매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무거운 처벌로 인해 청소녀를 대상으로 한 조건만남은

인터넷 공간에서 마치 그 문제의 원인이 청소녀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거‘ ’

나 청소녀가 법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적.

정보 취득에 취약한 청소녀가 성구매자로부터 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

들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별로 드러난 적이 없으며 경찰이 뜬금없이 채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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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청소녀를 대상으로 함정수사를 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

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별로 드러난 적이 없다.

사례[ ]33)

33)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S3pN0CMFTDeB3SePn6lKA9rr1ooW/JsL
검색일자&qb=w7u80rPiILy6uMW4xSC6uMij( :2008.7.21)

제목 저는학생이구요 성매매를하게되었는데: ..
비공개 답변 조회2008.04.21 22:48 / 3| 474

저는지금 살이구요18
제가친구를통해서플레이메이트라는사이트를알게되었는데요

처음에호기심에친구랑같이한명의남자와 로만나서2:1
건전하게 시간동안놀면서밥먹거나영화보거나드라이브하거나해서2~3
각자 만원정도의돈을받았거든요10
저희딴엔쉽게돈을벌기도하고해서아무런죄의식없이건전하게따른분도

몇번만나고했거든요그렇게몇번정도하다가돈이급하게필요했는데

어떤남자분이돈을많이준다해서만나서관계를가지게되엇는데요

아무런문제없이돈을받구헤어져서그다음부터연락을안해왓습니다

그리고나서또그사이트에들어가게되엇는데요

어떤분이제가달라는만큼돈을준다고관계를갖자하여서

그날도친구랑같이나갔는데차번호를알려주면서자기차라고보면타라고문자가

오더라구요차를찾아서친구랑같이타고보니까형사가함정수사를한거에요

경찰서가서끝까지오늘이처음이라고잡아때다가

친구랑저랑말이안맞아형사의유도질문에전에했던성매매를걸린거죠

그래서다시조사하고조사서쓰고청소년성매매로전과까지올르구요

부모님한테는연락을안한다고약속을하셔서형사님이약속을지키시고

저희선에서그렇게끝났어요

번조사하러갓는데 번째간날에저희랑성매매를한남자가연락이지금안되는데2 2
연락이끝까지안되면다시우리가와야한다고하셔서

알았다고하고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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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 에서 조건만남을 검색해보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남성iN ‘ ’

들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다면서 걱정하는 글이 많이 눈에 띈다.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 는 항변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되려고“ ” , “

준비 중인데 청소년 조건만남 단속에 걸려 어쩌냐 는 하소연 등 성구매에 대한”

죄책감이나 문제의식 보다는 성매매도 성인이면 괜찮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

발상과 마주대하게 된다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성매매를 그저 개인적인 욕.

구를 발산하는 놀이 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그날이후로형사님들에게연락이오지안아서

아끝낫구나생각하고다신이런짓을하고싶지안아서

그다음부턴그사이트에도들어가지않고학교도잘다니면서지내고있는데

오늘전화가왓습니다그일잇고나서 달지난후엿는데3~4
서울지방경찰청검사라면서이틀후에부모님과같이오라구요

그래서저는저희끼리가면안되냐니까부모님한테많이혼날꺼같냐구해서

그렇다고형사님들두연락안햇다고하니까그럼일단둘이와보래서알앗다햇어요

근데따른검사한테전화오더니꼭같이와야된다고모라하셔서

일단알았다햇는데저희엄마아시면정말쓰러지시고도남아요

전에도사고많이쳐서속많이썩엿는데다신엄마울게하고싶지안거든요

그리고따른일도아니고성매매이구그걸아시면얼마나속상해하시겟어요

저도엄마얼굴못볼꺼같구요 어떡게해야되죠?
꼭부모님과같이가야하나요 부모님없이어떡게해결할수잇는방법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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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4)

34)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1lP4uzDJ8vyKS9KY8lLx/EsraYVMeMgx&q
검색일자b=w7u80rPiIMG2sMe4uLOy( : 2008.7.21)

제목 부끄럽습니다 조건만남을 하다가 걸렸는데요: . ~
비공개 답변 조회2007.07.01 23:45 / 4| 13,288

정말 부끄럽다는 말 밖에 먼저 할말이 없습니다.
정말 딱 한번 호기심에 조건만남이라는 것을 해 봤는데요~
마침 그게 걸려서 얼마전에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갈곳이 안되더군요 경찰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 ~
앞으로 정말 인생 제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더욱더 큰게 성인인줄 알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미성년자라고 하네요 ㅜ

분명히 채팅사이트에서는 살이라고 했거든요 만났을때도 대충 그 정도 되겠다고22 ~ㅜ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화장때문에 제가 못 알아본것 같습니다~ .ㅜㅜ
물론 진술서에는 위의 내용되로 작성을 했구요~
형사님 말씀으로는 구속은 안되고 벌금형 나올꺼라고 하던데....
이 경우에는 설령 제가 몰랐다고 해도

청소년성범죄로 인해서 가중처벌 되지 않을까요1.' ' ?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2. ???
주소랑 부모님 성함 회사 전화번호 다 적었는데 주위에 알리진 않을지3. , ?
혹시 향후에 공무원을 준비한다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지4. ??

답변부탁드립니다 살 남자구요. 27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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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5)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조건만남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 ’

해 보았다.

35)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pcvYxalvGPy5T7pWqeuySaU+41jE1zJq&
검색일자qb=w7u80rPiIMG2sMe4uLOy( :2008.7.21)

제목 조건만남에 대해서:
비공개 답변 조회2005.12.13 23:25 / 1| 2,753

먼저 이글을 올리기전에 백번천번 잘못함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청소년인지 몰랐습니다 살이라고 해서.20 ..

근데 맘에 들어서 이렇게 서로 돈 주고받고 하는건 안좋으니 서로 시간나면 자연스럽게

만나서 관계를 맺기로 약속했습니다 첫만남에서는 물론 이건 조건이 아니고 그냥 오빠.
가 너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주는거야 이렇게하면서 다음에 만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두번째 만났는데 갑자기 여관방으로 아버지라는 사람이 들이닥치더니 절..
다짜고짜 주먹으러 머리를 지금 뒤통수부분 센티 가량이 갈라졌습니다 피는 나는데 내.. 4 .
일이나 병원에 가보려구하구요 입술은 다터져버리고 머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제가 잘못.
했으니 맞았죠 그런데 아버지라는 사람 말들으니 미성년자라고 하더군요 물론 관계를,
맺지않고 있는상태에서 여관에서 걸렸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듯싶더군요.

근데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가지않고 계속 얘기를 하더니 제가 제발 봐달라고 머든 하겠..
다고 하니 그럼 처녀막 수술을 시키게 만원을 주랍니다 이걸로 끝내자고 자기도 아100 . ..
들이 있다고 자기 아들이랑 비슷한것같은데 여기서 봐준다고 하면서..

이번주내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물론 보내기로했습니다학생이라 돈을 어디서든 구해야겠.. .
지만 근데 제 연락처를 아는데 나중에 또 돈달라고 하면 어쩌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할.. ?
지 지금 미치겠습니다다시한번 제 잘못을 뉘우치면서 여러분의 도움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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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청소녀들의 물질적 필요와 여성의 성을 요구,

하는 남성의 필요의 맞물림이다 청소녀들이 가출을 했을 때처럼 숙식비가 필.

요할 때 뿐 아니라 요즘의 소비자본주의는 대들에게도 소비를 부추기고 있10

다 명품 옷을 사 입는다든가 화장품을 산다든가 휴대폰비를 내야한다든가 하.

는 등 또래와 어울리기 위해 필요한 물품은 늘어가고 있다 그에 반해 청소년.

이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구조는 상당히 저임금이고 열악한 구조 속에

서 청소년이 착취당하는 구조이다 이 상황에서 연애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놀다가 돈을 건네받는 성매매로 넘어가는 형식의 조건만남은 청소녀에게도 성

을 사는 어른에게도 좋은 접근 경로가 되고 있다.

둘째 조건만남에 대한 검색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청소년인지, ‘

모르고 했어요 라는 말이었다 미성년자만 아니면 죄의 정도가 낮아지고 책임.’ .

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속였다며 억울,

해하기도 한다 이는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녀의 특수성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처럼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사회에 대한 근.

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서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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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의 쏘나타 성매매업소 구인 광고의 메커니즘4. -

검색어:

위니

상투적인 표현으로 시작하자면 정보의 바다 인터넷 그 중에서도 지식이라, ‘ ’ ~ ‘ ’

부르기조차 민망한 온갖 잡다한 꺼리들을 수백만 가지 소통하고 있는 네이버의

지식 킬킬거리는 성구매자들이 횡행하고 온라인에서까지 여성들을 위협하iN. ,

며 옭아매려는 업주들과 빚쟁이들이 그득한 지식 을 이룸에서 년 이상 들여iN 2

다본 바 애타게 정보를혹은 상담을 구하는 이와 제공하는혹은 전파하는 이, ( ) ( )

의 의도가 서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 어쩌면 인‘

지상정인지도 모르겠다’ .

태안 모래사장에 스며든 기름찌꺼기처럼 지식 도 몇 번만 파보면 성매매에iN

관한 오염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들이 마구 튀어나올 지경이다 이처럼 몸집만.

거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에는 어느새 성산업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가진 또 하나의 부끄러운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렇.

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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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에서 발견한 구인관련 문답(1) iN

구인 관련 질문1)

아가씨 구함" "①

지식 에 다방 아가씨를 어디서 구할 수 있냐는 초보적인 업주의 질문이 올iN " "

라왔는데 그 답변으로는 공개적으로 답하지 않고 쪽지나 메일을 달라는 답, ,①

변 다른 가게나 인터넷 사이트를 알아보라는 답변 답변은 하지 않고 다른② ③

다방을 홍보하며 구인광고를 한 것그 질문을 보고 있는 여성들을 꼬시기 위(

해 등을 볼 수 있었다 요즈음 성매매업소 관련 구인 구직사이트가 넘쳐나고) . /

있어서 그런지 지식 에서 질문 자체에 대놓고 여성을 모집하는 광고는 거의, iN

찾을 수 없었다 반면 룸이나 다방 등 유흥 성매매 관련업소에서 일할까 고민. /

하는 여성들의 질문이 훨씬 많이 발견되었다.

사례[ ]36)

답변[ ]37)

36)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3&dir_id=30301&eid=t2NZaYJkFlkvmTVo1WLfl71MAOFsSG
검색일UL&qb=tNm55r7GsKG+vrG4x9Q= ( : 2008/7/16)

37) 각주 과 같은 주소 페이지 검색일1) ( : 2008/7/16)

제목 다방아가씨구함:
비공개 / 2008.02.21 21:27

다방아가씨를 구하려면어디서알아봐야되나요?

비공개 / 2008.02.28 18:02
다른가게 아가씨들한테 커피시켜서 샤바샤바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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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질문 여성과의 거래 조건:②

오픈다방의 업주가 마이킹이 뭐냐고 질문한 예도 있다 활동가인 나조차도" " .

그 질문을 보고 이쪽 세계 를 전혀 모른 채 초짜가 다방 운영을 시작했다니, (?) ...

하고 혀를 끌끌 찼는데 답변들 또한 비슷한 반응인 것 같다 마이킹에 대한. ①

설명과 더불어 탕치기 수법을 알려주며 조심하라는 답변 마이킹 거래에 대, ②

한 자세한 설명을 하며 이런 질문 할 정도면 다방 운영을 보류하든지 소액이,

나 무마이킹 여성을 고용하라는 조언의 답변 여성을 어떻게 뽑고 마이킹을③

인터넷에 다방아가씨치면 싸이트많이뜨거든여 거기들어가서 아가씨구한다 이런글남기시

면 아가씨 많이 구해져요

그리고 그런싸이트가시면 구인정보도 있으니까 거기서 구하셔두 대구여

비공개 / 2008.03.03 04:13
울진군 후포면에 오픈준비중인 다방입니다대게로 유명한 영덕에서 분거리입니다. 20
함께일할성격좋은 언니야들 구합니다한번읽어바주세여.
급여조건 나 월급그건 언니알아서5:5 ~
숙식제공원룸아파트가게그거또언니알아서 밥맛잇게 해드림 빨래까지해주는센쓰, , ~ ^^ ~
몸만오심되여

주변상권 좋아요 일하는동안에 힘대로 벌어보세요ㅋㅋ

배달방법 전부차로 할예정보자기안들고 다님 쪽팔려 가방으로 배달합니다, .. ㅋ

근무시간 일찍일어나서 늦게까지일하는 노가다 다방 다 그런거 아닌가 솔직한게?ㅋㅋㅋ

낳지 시9~12
시간 연락다받아요 나머지궁금한사항은 저나주시고 지방와서 푹썩고 가심 통장에p.s 24

돈쌓입니다 참고로 저는 부산사람입니다몇년썩을생각하고 올라왓으니까 가치 돈함모아.. .
봅시다성격까칠한아가씨는사절합니다 제발오지마 저나주세여이동네. ( )010-5575-8882ㅋ

좋은 손님많아요 아가씨보면 환장함돈벌기좋으니까 마음비우실분 강추(?) .
일하러오신다면 전국어디든 모시러갑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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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할지 알려주는 답변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마이킹에 관한 업주들의 기본적.

인 수법을 친절히 안내하며 여성을 선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었고 금액 범,

위까지 제시해 줄 만큼 나름 전문가의 냄새가 났다.

사례[ ]38)

답변[ ]39)

38)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6&eid=fRZyOAKElHBOjVTgR/pBIXyc19s+d23P&
qb=tNm55rOqtvMgtNm55rG4wM6758DMxq6/oQ== 검색일( : 2008/7/16)

39) 각주 과 같은 주소 페이지 검색일3) ( : 2008/7/16)

제목 다방나라 다방구인사이트에 광고냈는대 아가씨한테 전화와서 마이킹 얼마까지 가: ?
능한지물어보내요

비공개 / 2006.11.15 21:28
제가 이번에 다방을 오픈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를 구할려구 다방나라 다방구인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렸는대요 아가씨들한테 전화가 와서 마이킹 인가 얼마까.. ?
지 줄수있냐구 물어보던대 마이킹이 무엇이지 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비공개 / 2006.11.25 06:06
쉽게 얘기해서 달고 다니는 빚 몸값 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이킹 얼마있냐고 물어보세요( ) ..
두당 만원 만원 땡겨달라는 아가씨들이 가장 흔할것이며 외모나 기타 능력이 있100 -300 ..
다면 그이상 부를것입니다 더쉽게 얘기해 마이킹 만원 짜리 아가씨가 있으면 그아.. 100
가씨에게 만원을 줍니다 글구 직원으로 고용하여 일을부리다 그아가씨가 그만두100 .. .. ..
려 할땐 만원을 다시 받아야 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일하는 조건으로 빌려준다고 생100 ..
각하면 쉽게 이해될듯 님에게 마이킹을 만원 땅긴 아가씨가 님가게가 맘에 안들어.. 100 ..
옮기려할땐 다른가게 전화해서 똑같이 말하겠지요 마이킹 만원이라고 땡겨달라고.. 100 .. ...
그돈을 받아 님에게 갚는형식이 되는겁니다 물론 일하면서 마이킹이라 하는 만원을.. 100
까나가야 하는게 정상적이긴하지요 마이킹을 줄땐 서류를 확실히 받아야 하지만 그는.. ..
형식일뿐 마이킹을 이용해 사기치는 년들 다방이나 밤업소나 상당합니다.. ....
지금 글쓰다 여친한테 전화와서 그만써야 겠어요 한마디만 하지요 이런기초적인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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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질문 구인 광고의 신빙성:③

한 여성이 일본 구인광고를 보고 솔깃하면서도 의심 되었는지 지식 에 질문, iN

하였다 우리가 구인 구직 광고 조사를 하며 발견했던 일본의 업소 광고들은. /

대부분 내용만 보면 한국보다 조건이 훨씬 나아보였다 진상 손님도 없고 근무.

시간도 짧으며 특히 일본어 실력은 일하는 데 상관없다고 선전하기 때문이다.

꽤 많은 답변이 올라왔는데 일본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여성들은 대부분 질,

문자를 만류하며 한국에서 일하라고 조언하였다 나머지 답변들은 다른 업소를.

소개하거나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아마도 브로커나,

소개업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해외 성매매 이슈는 언론에서 자주 다뤄졌.

할정도면 다방 시작도 보류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왕 시작했다니 마이킹 아가씨 만큼..
은 보류하세요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천천히 잘알아보고 소액아가씨 부터 차근히 경험..
해보세요 글구 무마이킹 아가씨도 많으니 좀 조건을 좋게 해서라도 그쪽으로 기울여... ..
보시구요 그럼 돈 많이 버십시오.. ..
비공개 / 2006.12.01 23:18
다방영업은 아가씨를 어떤기준으로 뽑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일단 얼굴이든 몸매든 둘중.
한가지는 꼭 중시해서 뽑으시길 일단 얼굴마담쪽으로 뽑는건가요 마이킹을 요구할정.. ..?
도면 외모에 자신이 있어서 다방영업에 어느정도 매출을 자신한다는말인데 다방아가씨..
가 말한 마이킹이란 선불 지급금을 말합니다 그분에게 확실히 물어보세요 얼마를 원하. ..
냐고 얼마를 달고 있냐고 매출만 확실히 뛰울 수있다면 돈 빌려주고 능력있는 아가씨를.. ..
고용하는게 도움이될겁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꼭 쓰시고 사장의 기준제시에 따라 갚아. ....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아가씨가 자신있게 얘기한건 화류계를 거쳤던 용주골 같.. ,588
은곳을 거쳤던 자신은 급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자홀리는데 선수라는거죠 인정해.. A . ..
달라는거죠 현재 어느다방에서 얼굴마담으로 일하는데 영업을 잘해서 여기서 빼내오는..
아가씨몸값이 어느정도될것인지 적정선은 사장의 권한이니 보통 백에서 백로 하는걸.. .. 2 8
로 알고있습니다 도움이되시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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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닿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

지식 내의 다른 비슷한 질문들해외 구직에서도 대부분의 답변은 외국행에iN ( )

부정적이라 조언해주었으며 이 질문과 마찬가지로 돈을 대신 해주겠다거나 자,

신의 가게로 오라고 유혹하는 답변들도 많았다.

사례[ ]40)

40)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9&dir_id=90211&eid=poNBIeLiUcpoAUxqVBdpIyM9mhTqYca
검색일V&qb=wM+6uyDFqbbzuuo= ( : 2008/7/16)

41) 손님과 동반출근 하는 것 업소마다 매월 일정한 횟수만큼 손님을 가게에 데려와 매상을 올.
려야 하는 규칙인데 이 때문에 일본어가 서투른 한국여성들은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

42) 업소에서 여성에게 매기는 벌금 매상을 올리지 못하거나 결근을 하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
식이 많다.

제목 일본 크라브에서 일할까하는데요: ..
비공개 / 2007.03.07 02:02

국내에서는 강남일대 룸에서 약 년정도 일한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술을 워낙못2~3 .
마셔 결국그만두었죠 그덕에 건강만 더안좋아졌네요 일본크라브는 술을못마셔도 된다.. ..
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카드빚도 많이 생기고 집에 빛도 많아 경제적으로 너무어렵거..
든요 빨리 목돈을 만들어야할상황이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크라브에서 일을해볼까합니..
다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면 여러군데를 볼수있는데 경험이 없다보니 어느곳이 믿을만한.
곳인지 감이 잘오질않네요 해외에 한번가본적 없는제가 혼자 일본가서 잘적응할수있을..
지도 걱정되구요 우선 이런저런 글읽어보니 도항41)이나 빠킹42)없는 가게를 잘알아보구
가야될것같던데 말빨쎈 브로커들한테 걸려들까 겁도나구요 여권만 있음 개월간 일본.. .. 3
에 머물수 있는건가요 개월만 일하다가 그만두고 국내로 무조건 들어와야되는건가? 2~3
요 글구 그런 단기간일해도 돈이 모이는지도 궁금하네요 월급제인가요 일당제인가요? .. ? ?
돈은 제대로 받는거 맞죠 크라브에서 일해본 경험있는분들의 진솔한 조언 부탁드립니?
다 참 이런글올리면 답글주는 사람들이 주로 관련업자들이나 브로커들일텐데요 그런분.
들은 알아서 답글자제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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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3)

43) 각주 와 같은 주소 페이지5) 검색일( : 2008/7/16)

비공개 / 2007.03.13 16:35
저는 일본에서 년하고도 개월 있었습니다 님이 말하는 스나크란 곳에서요3 4 ... ...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으며 어떻하다 보니 년 개월동안 있었으며 등등 얘기하자면 길3 4
어서 생략하구요 궁금한게 있음 쪽찌나 메일로 물어보세요 보통 스나크는 월급제입니.. ~
다 도항은 거의다 있구요 빠킹은 가게 주인마다 틀리지요 빠킹을 무는 곳도 있고 빠... ...
킹한다고 말은해도 우리들 생각해서 끝에선 그냥 안물게 해주는 주인도 있고 저는 도....
항은 있었지만 빠킹은 없는 가게에 있었구요 근데 거의 대도시쪽은 에누리 없습니다... ...
거의다 도항 못함 빠낑 물어야 겠죠 중략... ( )
그리고 브러커들중에 아주 진솔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을까 말

까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브로커들이 하는말 믿을게 못됩니다 막 과장해서 말해주... 100% ...
고 있는 사실 고대로 얘기안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구요 사기꾼 같... ...
은놈들 많으니 유의 하시길....
그리고 도항 말인데 운이 좋거나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지만 그거 못해서 아주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도항한번 하기위해서 호텔까지 따라가서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오직 그것땜에 몸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위에 도행땜에 그렇게... ...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직접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들은 얘기도 많습니다 절.... ...
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모로 운이 좋았습니다 근데 운좋은 사람들... ...
몇명 없습니다 돈 한번 빼보기 위해 이놈하고 저놈하고 호텔에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
러다 결국 암것도 못받는 사람도 많고 운 좋은 사람들 중엔 간지 얼마 안되었어도 아...
주 돈많은 사람 만나서 돈받고 좋은거 같고 싶은거 다 받고 들어 앉는 사람도 있고 일

은 계속 하면서 달달이 몇백씩 주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걸 다 감안하고 가실거 아니면 술 못드셔도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몸을 쉽~
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사람 저사람 다 만나보고 찔러보고 다해서 돈이 안나오더라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다 재수가 좋음 돈 나오는 사람 걸려서 재수좋게 돈 받는 사람...
도 봤고 아무튼 글로 설명하기란 좀 힘드네요... ...
그리고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얼마정도가 필요하신건지 그리고 개월만에 한... 2,3
국에 안들어와도 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불법체류가 되는건 아시죠 저도 불법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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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서 나올때 신고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신고하고 나왔으니 무난하게 잘 나왔...
지만 제가 나오고 난뒤에 우리 동네 완전 날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육관하고 경찰들이... ...
쳐 들어와서 다 잡혀가가지고 간방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가까이 그리고 더더

재수없음 오래 있는 사람도 있구요 암튼 내가 같이 일했었던 언니 동생 칭구들 싸그리...
다 잡혀서 나왔습니다 자기 물건 암것도 못가지고 다른 궁금한거 있으시면 쪽지나 메... ....
일로 물어보세요 할말은 많은데 다 적기도 뭐하고 그리고 제가 적은건 거의 않좋은 상~
황들을 적은거구요 좋은 상황도 있습니다 돈많이 받고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암... ... ,....
튼 정리도 안되고 주저리 주저리 막 앞뒤 안맞게 적은거 같군요 도와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비공개 / 2008.05.01 15:41
지역 요코하마1. :
월급 일당 경험유무에따라약간씩틀려질수 있어요 대충 엔 엔정도라2. ( ): . 18.000 ~23.000

고 생각해주심 되요.
외모 키 크고 예쁘시면 일한 경험없어도 월급 올라가구요 나레이터 급 모델정도3. : ( /A-B ?)

평범하신 분도 방긋방긋 잘 웃으신다면 전 혀 외모에 부담갖지 않으셔도 되요- .
고정지출 머리는 꼭 미용실에서 하셔야 되고 비용은 만 천엔 정도구요 료 숙소 는4. : 3 5 ( ?)
만엔 정도라고 보심되요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데요 요건 정도구요5-6 . 0.7%
출퇴근시간 저녁 시반 시반 길면 시까지5. / : 7 - 12 ( 1 )
쉬는 날 일요일일본 공휴일6. : /
출국일 월 중순쯤7. : 5
비행기표 가게에서해주구요 개월까지는 일해주셔야 되요8. : 2
개월까진 도항교세 요런거 하나도 없어요9. 3 / !!!!
모집인원 명 이상10. : 3
가게 위치 료 에서 택시타고 기본요금 엔11. : (790 )
일본어 전 혀 못하셔도 되구요 잘하시면 본인이 더 편하겠죠12. : - ?
여권은 꼭 있으셔야 되요 없으시면 여권 발급 받는데 일정도면 되니깐 꼭 발급13. ~ 3~4

받으세요

전 브로커가 아니구요 요기 소개해드린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랍니다 잠깐 한국에 나^^
올 일이 있어서 나왔구요 같이 들어가실 언니분들 계시나 알아보고 같이 들어갔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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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광고 질문 답변2) /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문의①

유흥업소에 인력이 부족하다며 효과 좋은 구인 구직 광고사이트를 묻는 질문/

을 꽤 볼 수 있었는데 답변을 다는 이들은 대부분 알바로 추정된다 질문마다, ' ' .

아이디나 답변 내용이 똑같은 것들이 많았다 자주 등장하는 사이트 이름들은.

큐잡 밤일 보라알바 럭스알바 등 성산업에 있어 익명성을 보장하고 비용이, , , .

덜 드는 이 온라인 공간이 무척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 이런 답변은.

버젓이 놔두고 이룸 답글은 광고라며 지우는지 네이버 마음에 안들어... !

요 우리가게 마마 정말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최고예요 아카사카에서 장사 너무 잘. !!!! .
되서 주위 가게에서 너무 시기질투시샘해서 요번에 요코하마로 옮겨서 새로 단장해서/ /
오픈했어요 조용히 오픈했지만 손님들이 꾸역꾸역 너무 많이 몰려와서 싫을때도 있어요.

손님들 절때 진상 없구요 나름 도쿄요코하마 쪽에서는 돈 좀 있고 매너 좋은 분-_-; !!! /
들이 대부분이예요 간혹 가게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손님들도 계신데 가게.
주위에서 시간정도 커피나 밥 먹고 집에가면 되요 택시비 정도는 당연히 주구요 딴1 . .
가게랑 달리 손님이 가지 않으셔도 시 분 되면 집에가라는 노래 불러서 집에 보내요12 15 .
요즘 일본에서 팁 받기 힘들다는데 우리가게는 신나는 노래 한곡 불러주고 살짝 춤만

춰도 팁 바로바로 나와요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나이는 살부터 있구요 현재~ 23ㅎ

명정도 있구요 텃새 라는거 전혀 없어요 저랑 같이 들어가시게 되면 제 동생이랑 같15 .
이 살게될 거구요 그럼 료비는 더 싸져요 관심 있으시거나 일본 가려고 준비중이신~ ^^
분들은 꼭꼭 연락주세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처랑 함께 쪽지주세요 바로 연락 드릴께!!! . -
요 친구분들이랑 같이 들어가도 되구요 저도 같이 일하는 아가씨니깐 전 혀 부담 없을~ -
꺼예요 꼭 같이 일하기를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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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4)

답변[ ]45)

44)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6&eid=OME1FvakRMZigrUvqnsT/cFU1qB5AVsw
검색일&qb=wK/I7773vNIgsbjAzrGksO0= ( : 2008/7/16)

45) 각주 와 같은 주소 페이지9) 검색일( : 2008/7/16)

제목 유흥업소 룸싸롱단란주점 구인광고 내려는데 효과좋은 사이트있으면 추천좀 해주: ( , )
세요 급해요! !

비공개 / 2005.09.07 14:34
월오픈예정인 업소인데요 룸살롱과 단란주점 두군데 동시오픈이거든요 아가씨랑 마담9 . .
등 부족한 인원이 많아서 급합니다 효과좋은 구인광고 사이트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 .

비공개 / 2005.09.07 14:58

현재 온라인상에 유흥업구인구직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효과좋은 사이트를.
찾는건 쉬운일은 아니죠 효과좋은 사이트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광고를 하고있는냐가 관.
건일겁니다 제가 검색해본결과 큐잡 이라는 사이트가 제일 많은 광고를 하. (www.qjob.co.kr)
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또한 큐잡을 통해 베너광고와 구인글을 올리고 있는데 다른.
곳보다 효과를 보고있는거 같습니다 맞춤형 구인구직사이트라서 원하는 조건만 입력해놓.
으면 자동으로 맞춤정보가 제공되고 한번 구인정보입력해놓으면 다음부터 글 올릴때 수,
정만 해서 올릴수있어 편하더군요 유흥업일이 어떤 사람을 얻느냐가 사업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연이 질문하신분께 찾아가서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비공개 / 2008.06.07 20:30
접대닷컴은 일일이 업소를 방문하여 구좌 상무님들과 마담언니들의 애로 및 운영에 어려

움을 상담분석하여 홍보 관리하여 회원과 업소 운영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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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 하기 피해상황 악용:②

성매매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많은 여성들의 질문이 네

이버에 산재해 있는데 그 중 일부 답변들에는 몹쓸 구인광고도 많이 볼 수, ' '

있다 미성년자일 때 자신을 업소에 팔고 강간한 남자를 신고하고 싶다는 사연. ,

만 들어도 동정심이 끓는 질문 아래에 답변으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올린 인간

을 보노라면 황당하고 화가 나다 못해 허탈해진다 대상이 누구든 전혀 상관없.

이 그저 열악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보면 먹이를 본 듯이 침을 흘

리는 광고글들 마치 지식 을 떠도는 하이에나 같다고 할까 선불금 때문에. iN .

힘들다는 한 여성의 글에도 빚은 꼭 갚으라는 충고를 비롯해 구인구직 사이" " ,

트의 광고글과 더 좋은 가게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답변만 올라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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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6)

46)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15&eid=0VeOHNpP0+BSkLBX5VhYegHOEpca2g
검색일WG&qb=ucy8urPiwNq2pyDAr8jvvve80r+hvK0= ( : 2008/7/16)

제목 미성년자때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시킨 사람을 신고할수있나요 참고로 전 지금: ??(
성인)

비공개 / 2006.04.03 05:13
제가 살 때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다방에17 .
서 일하게 하여 선불을 땡겨 그 사람이 모두 썼습니다 저는 다방에서 몇달을 일하면서.
월급 원 한푼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가게로 찾아와서 하루치 번 돈을 모두 뺐고 때10 .
리고 결국 미수금으로 빛만 늘게 했습니다 빚이 늘어나 도망을 가려고 하니 이번에는.
서울에 단란주점 보도에 소개시켜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술을 따르는 일이라 술이 취하.
는 것은 당연한데 술취했다고 때리고 돈을 많이 못번다는 둥 너는 팁도 못받냐는둥 일,
을 못한다는 둥 그러면서 늘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
이 징역을 갔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수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징역.
에서 나와서 또 일안하냐며 화를 내서 결국 노래방 도우미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돈을 많이 못벌어온다며 늘 폭행을 일삼아 얼굴이 퉁퉁붓고 그리고 코까지 뿌러졌습니

다 몇해가 지나 성년이 되었을 때 저는 그 사람에게 벗어나 학교생활을 하였지만 차사.
고로 인해 약간의 대출을 받아 그것을 빨리 갚으려는 마음에 방학동안 노래방도우미를

하려고 결심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알게된겁니다 그 사람은 또 그것을 빌미로 자기랑.
번 자는것을 혼자 계약하고 그것을 어길 시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사10 .

람은 제가 무얼하고 어디있든 자기가 원할 때꼭해야한다며 늘 협박만하고 때리기만 했

습니다 잠자리를 하는게 아니고 완전 강간이지요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 .
하고나면 자꾸만 자는 횟수를 늘리거나 계속 번으로 남기는 겁니다 지금은 좋은 사람10 .
을 만나 그 사람에게서 해방되었지만 꿈을 꿀때면 그 괴로운 나날들이 생각나고 일했던

동네만 지나가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물이 납니다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미치. ..
겠어요 그 사람에게 맞고 당한 세월이 정말 아깝고 화가납니다 지금은 성인이지만 미.. .
성년자때의 그 아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신고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처. ?
벌받을 수 있나요 제발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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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7)

사례[ ]48)

47) 각주 과 같은 주소 페이지 검색일11) ( : 2008/7/16)
48)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PzJ7HD7jJTId9Rnckla2xDGbK1lky55k&qb
=wK/I7773vNIgvLG60iC2p7muv6E= 검색일( : 2008/7/16)

비공개 / 2006.04.15 01:24
╋━━━━━━━━━━━━━━━━━━━╋

부천 왕자님 공주님모십니다(( ((★ ★ ┃

장난은사절 ┃

번 출퇴근가능숙소있구연, [!!]⑴ 、 ┃

번 한달 에서 은가능하구요300 500 [!!]⑵ 、 ┃

번 당일지급입니다[!!]⑶ 、 ┃

노래못불러도상관없굼같은여자이니맘편히┃

통화가능하구요 초보자물론가능합니다^^♡ ┃

╋━━━━━━━━━━━━━━━━━━━╋

남: pm.11:00 am.8:00┃

여: pm.7 :00 am.4:00┃

╋━━━━━━━━━━━━━━━━━━━╋

이 율010-9291-7732

제목 유흥업소 선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
비공개 / 2006.11.20 10:28

저는 이제 살이구요 한달전 업소에 만원을 땡겨서 들어갔습니다 정말 제자신이22 600 ..
한심하고 바보 같은것도 압니다 하지만 정말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것.. ..
도 싫고 차나가는 것도 싫습니다 지금 들어간 가게가 지각비나 결근비가 있는건 아닙2 ..
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늦거나 아파서 못나오게 돼면 욕부터 먹고 몇일전에도 부모.. ..
님 교통사고로 두분이 다 입원해 계셔서 주일정도 쉬게 돼었는데 정말 엄청 혼났습니1
다 유흥업소 아가씨는 대출도 안나오고 솔직히 여기 있는 마담언니는 저랑 예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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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9)

여성들을 현혹하는 구인광고(2)

성매매업소 구인광고 왜 문제인가, ?

업소 광고가 화려해졌다 인터넷을 통해 시장 접근이 더욱 쉬워지고 비용은.

절감되며 익명성까지 보장되니 온라인 공간이야말로 성산업에 있어 가장 잠재,

력이 큰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른다, .

아니나 다를까 네이버 지식 에서는 유흥업소 구인구직 광고 사이트 운, iN “ ․
영 으로 수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질문과 답변을 수두룩하게 내놓고 있었”

다 그리고 바로바로 연결되는 광고 사이트의 업소 광고들은 저마다 세련된 컨.

셉과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구직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 온라인 광고, .

마켓에서 성매매는 과거의 음습하고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한‘ ’ , “

탕 잘 뛰고 잘 건지면 로또 맞은 거나 다름 없는 눈 한 번 질끈 감고 해 볼”, “

49) 각주 과 같은 주소 페이지 검색일13) ( : 2008/7/16)

비공개 / 2008.03.19 00:54
위에서 좋은 말씀했습니다 술 안 마시고대화위주로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돈도 땡겨줄. , .
수 있고사장님이 좋으셔서 그런쪽부분도 해결해 드릴수 있습니다 소개시켜 드릴께여, . !!
직접 연락해보세여 으로 연락해보세여! 010-8996-7956 !!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빚에 보증을 서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도망도..
못가겠습니다 진짜 못된 마음으로 다른 가게를 들어가서 돈을 땡기고 도망갈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닌거 같아서 정말 대출이라도 나오면 한달에 만원씩 갚.. .. ,.. 30
으라고 만원 대출해주는곳 있으면 집에서 부모님이랑 가치 살면서 아르바이트 하면600
서 갚고 싶습니다 정말 대출해주는 곳은 없나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갚을수 있.. ??
게 다른 방법 혹시 있나요 정말 일하기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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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

우리가 아는 바로는 여성들의 많은 수가 이와 같은 광고를 통해 업소에 들어

가게 되고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기대 반 두려, ,

움 반의 심정으로 이러한 경로를 타고 성매매를 시작한다 남성중심적이고 폭.

력적인 성문화와 의식 그리고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성매매의 매개,

체로 이 구인광고를 주목해야 한다‘ ’ .

업소 광고의 비슷한 패턴1)

가족주의①

굳이 유흥업소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인 영업 홍보하는 것을 보,

면 가족처럼 모신다 는 문구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소비자나 또는 종업원에“ ” .

게 가족처럼 다가간다는 것은 좋게 해석하면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 ( )

갖겠다는 의미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나는 네 편이고 널 버리지. , “

않아 라는 표현이라 할 수도 있다” .

특히 성매매업소 구인광고에서는 유독 가족같은 분위기 라는 말을 자주 사< >

용하는데 이는 한국인들 뿌리 깊은 정서에 박힌 가족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 ‘ ’

주는 거라 할 수 있다 광고마다 우리 가게에는 텃세또는 왕따 없다 는 말이. “ ( ) ”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 동료들이친언니 친동생, “ ”“( ) ,

처럼 지낸다 는 표현들도 많았다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

여성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이와 같은 수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 같다 또한. ,

그렇게 끈끈함을 강조함으로써 나는 너에게 사기 치지 않는다 는 의리를 보여“ ”

주는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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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일부이지만 우리가 만나온 성판매 여성들에게 가족의 의미는 무척 특별,

했다 평생 가족으로부터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렸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기꺼이.

책임지는 여성들도 많고 언젠가는 탈성매매 하여 가족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여성들도 많았다 대부분 사회적 보호막이 불안전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

하는 경험들이 많아서 더욱 안정된 가정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업소 내.

에서의 호칭들 또한 가족 내의 그것과 같은 현상을 보면 가족주의를 뒷받침‘ ’

한다고 볼 수 있다 언니 오빠 이모 삼촌 간혹 엄마도 있다. ( , , , ... )

무조건 니맘대로②

실제로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업주나 가게 관리자와 면접을 보며,

소위 사이즈가 나와야하고외모나 태도가 고용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뺀찌‘ ’ ( ‘

또는 빠꾸 먹는다 선불금이 필요할 경우 액수나 이자도 협상해서 맞추어야( ) ’),

한다 들어갈 땐 차가 없다고 해도 막상 일을 하면 손님이 원하는데 안갈 수. 2 “

없지 않냐 매상 올려라 며 차를 종용하기도 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테이블에, ” 2 ,

계속 넣지 않으며 뺑뺑이를 돌려수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에 대한 압‘ ’

력을 가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성매매업소에서의 취업 룰이다. ‘ ’ .

반면 구인광고에 실린 업소들은 모든 조건이 여성에게 맞추어진다고 입을 모,

아 떠든다 술이나 차 강요도 없고 벌금도 없고 출퇴근 시간도 개인적으. ( 2 ) , , ․
로 조정하고 휴일도 원하는 대로 쉴 수 있고 무이자 선불금에 숙식 무료 제공, ,

등 이 같은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직장이 또 있을까 이 낚시질을 액면 그대?…

로 믿고 일한다면 되돌아오는 게 무엇일지, …

대부분의 구인 광고들은 공통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다 딱딱한 느낌의 광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옆에서 말하듯 친근한 말투를 사용하며 간간이 농담도,

한다 아예 반말로 써진 것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심지어 인생에 대한 충고나. .



네이버 지식 안의 성매매‘ iN' ◇ ◇

74

좋은 말도 곁들여 가며 보는 사람들을 위하는 척한다 부자 되시라는 덕담도. ‘ ’

심심치 않게 잘 쓴다.

이렇듯 형식적인 광고 틀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개성 을 살린 방식으로 구직(?)

여성들을 편안하게 그리고 경계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그 세계가 갖고 있, -‘ ’

는 특유의 관계성과 익숙한 문화무어라 딱 꼬집어 설명할 수 없지만 짐짓( …

심각하고 점잖빼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때문이 아닌가 짐작한다) .

해외 업소 광고 양상2)

처음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될 때에만 해도 해외 성매매 취업의 대부분은 가까

운 나라 일본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곳곳이 한국형 성매매 의 온상이 되고 있, “ ”

다사이트 캡처자료 참고 온라인 광고를 살펴보면 해외 성매매 국가로 흔히( ).

접할 수 있었던 일본이나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홍, , , ,

콩 괌 브라질까지 한국 브로커들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나라가 없는 것 같, , …

다.

문제는 해외 성매매업소 광고 대부분이 여성들로 하여금 멋진 판타지를 꿈꿀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내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하게 단속 없음 손님 매너. - ,

좋음 돈을 잘 버는 것은 물론이고 자유롭고 선진국의 복지 혜택까지 보장된다- ,

고 선전한다.

최근 뉴스에서는 한국의 대형 해외성매매 알선 브로커 조직을 한국 미국 캐(* , ,

나다 수사기관이 공조해 검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년부터 지금까. 2003

지 천명의 한국 구직 여성들을 모집하여 캐나다 멕시코를 경유해 전미지역의2 ,

한인 성매매업소에 취업 알선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밀입국 과정과 미국내 성매.

매업소에서 여성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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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구직 광고사이트의 문제점3) /

업종별 광고사이트 다방 안마 룸 텐프로 보도방 해외 성매매 호스트바: , , , , , ,

등등 업종별로 특화되어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이 추세로 보인다 사이트.…

내에서 카테고리별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아예 사이트 자체를 한 업종,

만 전문적 으로 광고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졌다(?) .

일본 도쿄 광고의 예( )▷

데이트클럽 아웃콜 허가업소- ( ),
한달 광고비 평균 천만원 소요 년째 운영중> 2 , 7
숙소비 만원 월 일급 만원 월수입 최소 만원 이상> 60 ( ), 60~100 ( 1500 )
사이즈 나와야 함 키는 이하 선호 마이킹 가능> ( 170 ),

미국 뉴욕 광고의 예( )▷

에스코트 전문업소 멤버쉽 운영 주로 한국 유학생 부유층 대상- , ( , )
손님과 카지노 여행 골프 영화관람 클럽 동행 등> , , , ,
뉴저지 럭셔리 아파트 숙소 제공 생활비 주 불> , 250
학교 입학 가능 수업 스케줄에 따라 일함 계약직 최소 일 근무> ( ), ( 100 )
비자 및 입국 문제 해결 월수입 천만원 보장> , 2

캐나다 밴쿠버 광고의 예( )▷

술이나 스킨쉽 강요 없음 스폰 잡기 수월 한국 텐프로 비슷- , ,
사장이 출퇴근 운전 페이 당일 지급 하루 이상> , ( 2~3t )
개월 체류 가능 숙소 인 실 콘도>6 , 2 1 ( )
한국인 손님이기 때문에 영어실력 상관없음>
영어나 골프 배우고 싶다면 업소에서 비용지원가능>
사이즈 상관없음 여성 복지정책 우수한 국가임 외국 생활의 여유와 즐거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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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알선업자들 연예인이 기획사에 소속된 것처럼 일명 매니지먼: ‘

트사를 자청하며 맞춤형 구직 네트워크 를 표방하는 사이트도 볼 수 있었다’ < > .

주로 잘 나가는 강남 업소들 여개와 계약을 맺고 구직 활동하는 여성들과‘ ’ 10 ,

중간에서 계약하여 업소에 공급해주는 것이다 기존의 소개소보다 세련되고. ‘ ’

럭셔리한 이미지인 듯 홈페이지에 비밀 상담 게시판이 활성화 되어있는 등 여.

성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공략을 펴고 있다.

탕치기 수배 업소 관련 정보 초보자들을 위해 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

구비한 사이트도 있고 탕치기 수배 게시판을 만들어 도망간 여성들의 개인, ‘ ’

정보주민등록번호 사진 등를 공유하여 서로 경고해주기도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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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업소 구직자에 대한5. 의 반응

검색어:

민

이룸에서 온라인 아웃리치로 네이버 지식 에 성매매 관련 답글 달기를 하' ' iN

면서 우리는 지식 에 성매매 관련 업소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많은 구직자, iN ' '

들의 질문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민 끝에. ,

구직을 결심하며 지식 에 질문을 올릴 때는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살펴보던iN

도중 재미있게도 유흥업소 남성 구직자와 여성 구직자에 대한 지식 들의, (!) iN

반응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성매매 관련.

업소 구직 고민을 털어놓는 여성들에게 어떤 공감을 표명할 수 있을지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반대하는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지 답

을 알지 못해 망설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매매 관련업소.

구직자에 대한 지식 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반응을 돌아보iN

는 작업이었다.

계속되는 업소 구직 고민(1) ‘ ’

지식 질문에는 성매매 관련 업소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구직자들의 고민이iN

끊임없이 올라온다 대부분 급한 사정을 호소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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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사실 곧바로 취업을 하지 않고 지식 에 질문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iN

자신의 사연을 호소하고 싶거나 망설이고 있다는 사정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

업계의 사정을 알아보고 싶어하는 질문이 주종을 이룬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 ’ . ‘

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험담 월수입 빚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진실을 알고’, ‘ , , ’

자 하는 질문이 많다.

사례[ ]50)

사례[ ]51)

50)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601&eid=HStGBVvjFjt17fLFPv0R9Rafwbm2Vam
검색일b&qb=vve80iCxuMH3 ( : 2008. 7. 20)

51)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6&eid=VouTWT60rtUIyax6kvRnGMDEg3H2Jowv
검색일&qb=xdnHwbfOILG4wfc=( : 2008. 7. 20)

제목 유흥업소 처음이라 두려운데요: . .
비공개 / 2006.10.04 23:23

집이 빚때문에 엉망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보..
니 유흥업소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쪽 계통은 전혀 모르다보니 두렵기만 하네요, ..
안 좋은 곳에 잘못 발들여 못나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
직업으로 할 생각 전혀 없고 아르바이트로 단기간에 하고싶은데 술도 못하는 제가 가서..
일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제목 룸싸롱 취업에 대해서 꼬옥: ㅠ

비공개 / 2006.10.16 08:58
돈 이 너무 필요해서 룸싸롱에서 일할려고하는데요 답변좀 해주세요 제발요.. ㅠ

고향이라서 룸싸롱에서 일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가서 일할려고 하는데요ㅠ

그지역상황은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부산 이나 대전 갈려고 하거든요 ..ㅠ

소개서 타고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신문보고 면접보러가야하나요? ?
소개서는 위험하다고하던데 잘 아는 곳아니면 나쁜곳도 많다고 팔려 나간다는 말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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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등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접대 상품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남성들의 화류업계 구직 질문도 매우 많다 남성들의 질문에 구인 답글 경험담. ,

답글도 적극적으로 달린다 호스트바 구직 질문 중에는 고등학생 중학생의 글. ,

도 눈에 띄었다.

사례[ ]52)

52)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601&eid=s2XFjyGT+pzwnOlHRxwLLoWgUAm3O
wEm&qb=sO217sfQu/0gyKO6/A==&pid=faijNsoQsDVsscdht3lsss--398744&sid=SFZPRMIrVkgAAF2Ya

검색일-M ( : 2008. 7. 20)

고 ㅠ

글구 제일 중요한건요 룸싸롱 아가씨들은 다 이뻐요 연예인처럼 이뻐야 하나요.. .. ? ?
눈도 크고 코도 높고 얼굴도 작고 날씬해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 드릴께요? ㅠ

제목 고등학생이 호빠를 하려 합니다: !
비공개 / 2007.11.28 19:44

제가 살인데 호빠를 다니고싶거든요 돈이너무 그래서요17 ... ^ ;̂;
살인데 몸사리라고 이런말씀마시구여 질문에만답해주세여17 .. ^ ;̂

이부분중요하구여제키가 인가 그런데 이키면 할수있을지가 걱정입니다1 . 173★★★★★

또마른체형이라 가서 키떄문에 밀리는건아닌지.. ..^ ;̂
노래는 보통이면되는지요 춤은 제가너무못춰서2. ? ^ ;̂
말빨은 적당한거같은데 어느정도여야될까요3. ?

옷 이문제가 진짜중요합니다 다들 깔끔한걸 좋아하나요 야상이나 그런빈4 . . ; ?★★★★★

티지 한건별로인지..
그리고 제가성격이 쫌소심하긴한데 몇마디하다보면 점점그런게없어져요5.
이부분은 어떻게해야될까요?
제가 부천쪽에삽니다 어디쪽으로가는게좋을까요6. ?
제가 학교를다니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하는지7. ^ ;̂;
급합니다 지금 부천호빠에서 일하시는 분이보신다면 이걸봐주시고8.
쪽지좀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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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3)

여성의 성판매와 남성의 성판매는 다르다(2) ?

이렇게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고자 하는 질문자에게 다양한 답변이 올라오는

데 남성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여성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르다 여성의, .

글에 비해 호스트바 선수가 되고 싶다는 남성의 글에는 구체적인 구인 정보가

담긴 광고성 답글이 매우 적극적으로 달린다 지역의 호스트바에서 함께. ○○

일해보자 사이트를 이용해보라는 대답이 주를 이룬다 심지어 사람 상대, .○○

하는 것 배우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도 있다, .

물론 호스트바 등에 취업하는 것을 만류하는 답글도 상당수 있다 이들 답변.

이 내거는 근거는 주로 실제로 생각만큼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라는 점,

남의 비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점 술을 많이 먹어 몸이 상한다는 점 등이,

53)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6&eid=tCukVh5BgVu8y5DvnppCA5ZP4+USimsx
검색일&qb=yKO6/A== ( : 2008. 7. 20)

제목 일본호빠 괜찮나요 아니면 다른직업이라도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 .. .
비공개 / 2008.04.03 03:08

안녕하세요.
올해 스물여섯 살인 대학 휴학생입니다.
작년에는 헬스 트레이너도 하고 학원파트타임강사도 하며 그럭저럭 학비 및 생활을 유,
지하여 오다가이런저런 우여곡절로 현재는 학교도 휴학하고 대출을 두군데 합이 여, 700
만원이나 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중략...( )
혹시 최근 일본에서 호빠생활을 해보신 분이나 그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그쪽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할만한지 그리고 거기서 벌이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되, ,
는지에 대해서 조언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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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에게 접대한다는 점에서 남성성과 결부시키거나 사회의 성규범을 의식.

하는 답변은 거의 없었다 중고등학생이 호스트바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이 주류를 이루었, ‘ ’

지 다른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라는 훈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 ’ .

사례[ ]54)

답변[ ]55)

54)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1502&eid=iMHrc+txvPWXaAChYsqCgYXQOT2zIX
검색일4D&qb=yKO6/A== ( : 2008. 7. 20)

55) 각주 와 같은 주소 검색일5 . ( : 2008. 7. 20)

제목 강릉에 호빠 내공 감사내공: ... ( 20)+( )!!!
비공개 / 2007.12.07 05:06

안냐세요 나이는 살이구요 오늘 신림동에 호빠에서 딱 시간 일하고 나왔습니다 선23 5 .
수가 명이더라구요 그래서 지방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한군데에서 연락이 왓는50 ;;
데 강릉이더라구요 얼굴은 평범합니다 솔직히 훈남급이라고 나름생각했는데 오늘 가;;; .
서 보니깐 보통이구강릉가게에 사진을 보냈는데 평범한외모라구하더군요 질문입니;;;
다 후략. ( )

제목: re:
비공개 / 2008.03.14 16:32

서울 신촌에서 오픈멤버 구합니다..
제가 이끄는 멤버들 다들 경험자들이라 초보분들도 일배우시기엔 좋은조건이라고 생각... ..
하구요 새끼마담이 둘인데 둘다 저랑 매우친한사람들이라 인간적으로 정답게 일하실.. .. ... ..
수 있습니다 기본 박스는 분위기는 이정도구요 기존멤버 로 새로운 멤버를 구하고 있.. ... +@
으니 전화상담받아보세요 시간가능 후략.. ^^< 24 ^^>( )
제목: re:

비공개 / 2008.03.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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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6)

이에 비해 여성의 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정보는 그렇게 많은 편

은 아니다 물론 쪽지를 보내주면 자세한 얘기를 해 준다든지 자기도 비슷한. ,

처지인데 함께 일해보자는 내용의 답글은 여전히 올라온다 이미 성매매 업소.

관련 구인 구직 사이트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성매매처벌법을 의식한 것일, ,

수도 있다.

그런데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몸 망친다 한 순간에 인생 버린‘ ’, ‘

다는 식의 답변이 많다 이 때 망치는 몸이나 인생은 성기 중심의 성행위와 연’ .

결되는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의식은 몸을 덜 망치기 위하여 노래방 도우미나.

대딸방 등 유사 성행위 업소를 추천하는 답변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또 남성.

구직자에 대한 답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권위적이고 훈계조의 어투 구직,

자 여성을 비난하는 태도 욕설이 섞인 답글도 훨씬 많았다 여성과 남성의 성, . ,

56) 각주 과 같은 주소 검색일3 ( : 2008. 7. 20)

전략 이번에 제가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게 식구를 더( ) ....
구할려고 했는데 가입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광고에서 사람 찾는게 안믿겨져 이렇게 답

변에 올립니다 선수가 모지라서 그러는데 저에게 연락을 해 보심이 어떻는가 싶어요.
하루 수익은 만 입니다10 + @
식구처럼 편안하게 일 할수 있는 편안한 가게입니다 숙식제공은 물론입니다 후략( )

제목 어쨋든 나중에 뛰어들게 되신다면야 제 글 몇번 읽어보시고 잘 생각하세요: re: ,,, ,,, ,,,
비공개 / 2008.04.06 13:50

솔직히 말하면 남자는 밑바닥인생부터 천천히 올라가야 나중에 성공한다는 말이 있잖아,,,
요 여러가지 일을 경험하시는게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요 특히 호빠는 사람상대하는? ,
것이라서 여기서 사람상대 하는거 배우시면 나중에 사회생활하실때도 많은 도움이 될꺼에

요 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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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가 서로 다른 맥락에 놓여 있는 사회에서 여성의 성판매와 남성의 성판매

가 뚜렷하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답변[ ]57)

답변[ ]58)

57) 각주 과 같은 주소 검색일1 ( : 2008. 7. 20)
58) 각주 와 같은 주소 검색일2 ( : 2008. 7. 20)

제목: re:
비공개 / 2006.10.05 21:26

윗분의 말씀이 백번 올습니다.
오늘 하루 해결 하려고 평생을 망칠순 없습니다 후략. ( )
제목: re:

비공개 / 2006.10.10 18:37
전략 술을 못하신다면 룸이나 보도방 주점류는 패스하구요( ) , .
제가 추천하는곳은 유사성행위 업소죠 손으로 해주는 곳입니다.. . .ㄷㄸㅂ

중략 그만둘때도 정말 쉽게 그냥 안나가면 됩니다( ) ( ;;)
그만둘수 있으니 아무래도 여기가 최고 인것 같네요 몸도 크게 배린다는 느낌없고.. .
아르바이트 사이트 찾으셔서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치면 쫙 나옵니다( )
근무하실 지역 찾구 피부마사지 되있고 간단한 손님과의 대화 뭐시기.. " " ..
하는 가게는 거의가 이라 보며 됩니다 후략.( )ㄷㄸㅂ

제목: re:
비공개 / 2006.10.16 09:03

안돼 룸싸롱 하지마 절대로 하지마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야 절대로 절대로 안돼, ,
차라리 호텔 알바를해 서빙인데 시간당 원 라마다 호텔인데 검색해보고 찾아봐4000 ,
세상엔 돈을 벌수있는 일이 참 많아.
아무리 급해도 절대로 절대로 룸싸롱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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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9)

뻔뻔하게 공개적으로 표현되는 성매매 알선(3) ‘ ’

남성 구직자든 여성 구직자든 구직자들의 질문에는 공개적으로 알선 답변이

빠짐없이 올라온다 남성 구직자에게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구체적인 업소에. ,

서 선수를 구한다는 식의 광고가 주를 이루고 여성 구직자에게는 구인 구직‘ ’ , ,

사이트를 소개한다든지 쪽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면 안내해주겠다는 등의 광

고가 더 흔하다 네이버에서는 이런 광고에 대해서 전혀 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 선불금 채무로 괴로워하는 여성들에게 여성단체를 소개한 이룸의 인터넷.

활동에 대해서는 광고성 답글이라는 이유로 발 빠르게 답글을 삭제했으면서도!!

순희짱 세미 알바 등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와 호빠 천,

국 호빠나라 등 남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사이트도 다수 존재한다, .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성매매 알선 성매매와 관련된 구인구직 실제 만남과, ,․
관계가 거래되는 양상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 ’ .

59)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eid=QPUcAEQaaO4DfMxaU1ObdMfny2GLHxLw
검색일&qb=yK23+bDo ( : 2008. 7. 20)

제목 화류계에 몸담으려 합니다: re:
비공개 / 2008.03.07 21:38

전 남자고 나이는 대 후반정도 물론 욕하시는 여자분들도 있겟지만 이런저런 여자분과20
돈을내고 같이 술을먹는다거나 노래방 혹은 집장촌도 가봣습니다.
중략 질문자님 아버지가 몸팔아서라도 돈좀 마련해달라고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런사( ) (
람이면 연을 끈는게 옮은 일이겟죠 그런게 아니라면 자신이 죽어도 딸자식 몸파는꼴은)
못볼껍니다 생각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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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0)

답변[ ]61)

60)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601&eid=HStGBVvjFjt17fLFPv0R9Rafwbm2Vam
검색일b&qb=vve80iCxuMH3 ( : 2008. 7. 20)

61) 각주 과 같은 주소 검색일10 ( : 2008. 7. 20)

제목: re:
비공개 / 2008.03.06 16:05

럭스알바라고 밤알바 정보 많습니다 도움되실거 같네요.. ..
http://www.luxalba.com

제목: re:
비공개 / 2008.03.28 03:14

전략 제가 도움드릴부분이 있으면 같이 돈벌면서 도와드리고싶네요( ) .
혹시보시면 쪽지로연락주세요 아직 그쪽바닥으로 안가셨으면 도움받을건 받고 드리고싶.
네요.
제목: re:

비공개 / 2008.05.10 23:18
안녕하세요 요즘 불경기라 많이들 힘드시죠.. ...
하지만 저희가게는 뛰어난 영업진이 많아서 손님 걱정은 없습니다 손님 정말 많아요.. ...
지방분들도 오시면 면접보고 방 구해드리고요 가족같은 분위기라 텃세같은것도 전혀..
없답니다 시 정도 출근이고요 지각비같은건 없어요 퇴근은 자유고요... 8 .. !! ...
면접보고 꼭 제가 있는 가게에서 일 안하시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가게 찿아드릴수도있

구요 발이 넗어서 강남에 왠만한 룸은 다알거든요 보도 절대 아닙니다.. ... ....
시 언제든지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24 010 - 2207 - 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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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위하여(4)

구직 관련 질문에는 아예 반대나 어쭙잖은 걱정 답변은 달지 말아달라는 부탁

의 말씀이 함께 담기기도 한다.

살인데 몸사리라고 이런 말씀 마시구여 질문에만 답해주세요‘17 ^ ;̂62)
빚진다 하지마라 몸베린다 이런 소리 하실 꺼면 답변하지 말아주세요‘ , , . ..63)

당장 돈이 정말 급한 경우라든지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경우 정보를 얻기,

위해 찾은 인터넷 공간에서마저 뻔한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할 것

이다 그래서 성매매를 반대하는 나는 성매매 관련 업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여.

성 남성들에게 적절한 답변 달기가 곤혹스럽다 성판매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

않으면서 구직자의 심정에 십분 공감하면서 그들의 구직 활동에 대해 어떻게,

비판하고 개입할 수 있을까 화류계로 나가면 인생 망친다는 류의 오만한 설? ‘ ’

교에 반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매매에 반대하는 이유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소통이 어렵다면 현재 반 성매매 운동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 ( )反

고 있다는 얘기는 아닐까 성매매 관련업소 구직자에 대한 지식 의 반응은? ' iN'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모두가 알면서도 미루고만 있는 과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한다.

62) 각주 과 같은 주소 검색일3 ( : 2008. 7. 20)
63)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6&eid=6BdPXVXVlEHb6scijlOgkZM++Z5X5DlO&

검색일qb=tNm55iDD6773’ ( : 2008.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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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멤버 측 질문과 답글6.

검색어:

우쭐

성매매에서 설마 성판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

으로 안타깝지만 착각이다 성매매구조는 다단계판매조직보다 더 복잡한 구조.

를 가진다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는 멤버나 마담 혹은 우리의 실장님 상무. , , ,

구좌자기 손님 데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면( .

실제 업주는 따로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친동생이 부산에서 꽤나 유명한 부.

산 모 호텔 내 업소의 성매매 업소 운영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

통령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가 계속 이름만 바꿔서 영업을 그대로 한

다고 보도되었다 성매매 조직들이 결코 유리방 방석집 안마소처럼 그 곳에. , ,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생해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업주와 마담 멤버들을 중심으로 한 창업이나 여성들 관리에 관한, ,

질문들을 네이버 지식 에서 모아 보았다 사람들이 가게를 열어서 광고를 하' iN' .

는 질문들을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업주가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에 대해 어떠한 질문들과 답변들이 올라오는지 낱낱이 파헤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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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창업(1)

네이버 지식 에는 다양한 질문이 올라오는데 성매매 또한 예외가 아니다iN , .

아래 사례는 공무원이 유흥업소 창업 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사례이다 성.

매매 업소의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직 공무

원이 유흥업소를 차릴 때 더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이 간다.

사례[ ]64)

64)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5&eid=TZYdhGG5Cv4AFAd+6KKG7aiIB06XYYc
검t&qb=t+u9zrfVIMOivvc=&pid=fcK6Rsoi5U4ssu9hq1Gsss--184807&sid=SHMKRLcCc0gAACHUhx8(

색일 년 월 일: 2008 07 8 )

룸싸롱을 창업하려면?
비공개 2005.12.18 22:57

룸싸롱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세구요. 34 .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에 이쪽에 아는게 없어서요. .
가게는 임대로 할 생각이구요 예 보증금 만원에 월세 만원....( ; 5000 200 )
가게는 이미 기존에 룸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던 자리이며,
인테리어도 어느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영업장소는 층이구요. 3 .
가게 운영은 룸마담 아가씨 주방아줌마 웨이터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 , .

질문 제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영은 힘듭니다 이에따라1) .
바지사장을 채용하거나 룸마담에게 가게의 운영까지 일임을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혹은 계약 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 ?
아가씨를 관리하는 룸마담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문제가 될듯 싶은데요.
어떻게 계약을 하며 또 어떻게 운영하는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
듣기로는 룸마담에게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줘야 한다는데(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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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는 위치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 유흥업소를 운영해 줄 사람으로 바‘

지사장 룸마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은 주로 유흥업소가 단속에 걸릴’, ‘ ’

것에 대비한 방어책이기도 하다 공무원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허가 장사를 단속하고 술만 파는 것이 아니라 차를 나가는지 단속, 2

하고 혹시 업소에 미성년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룸살롱과 단란주점, .

은 전통형 성매매와는 다르게 술을 마시고 차성매매를 나가는 형태이기 때‘ 2 ( ) ’

문에 얼마든지 성매매처벌법을 빠져나갈 여지가 있고 더구나 공무원이라는 위

치상 경찰과 공무원의 인맥을 이용한 단속 피하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신‘ ’ .

업소를 운영할 바지사장을 앉혀놓고자 하는 질문에서 위와 같은 의도는 어렵‘ ’

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답변[ ]

질문 인근 유흥주점의 술값을 보아하니 테이블당 만원씩 계산이 되던데2) , 23 ,
이중 등의 팁은 얼마를 차지하고 오너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가 되는TC, RT, ,
지요 각종세금 및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까지 세세하게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 )

예 만원 만원 술값 만원등등---> : RT-2 , TC-8 , 10 ...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출장부는 세무사가 작성을 꼭 해야 하나요3) , ?
유흥주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노하우좀 부탁드립니다.

룸싸롱을 창업하려면re: ?
비공개 답변채택률 0% 2005.12.29 05:05

질문 에 답변 가게를 계약할때 건물주와 만나면 월세계약서는 본인앞으로 쓰고요1) : ..
계약서를 하나더 써서 본인말고 사업장을 운영할사람앞으로 씁니다 이계약서로 사업자..
등록을 받으면 가게에 대한 권리는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죠 만약 사..
업자가 가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기때문에 본인에

게는 별다른 책임이 없죠 물론 가게에 대한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본인것이구요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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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매매 구조를 창업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앞서 말했듯이 성매매 구‘ ’ .

조를 안다는 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기에 각종 창업방법들이 나와 있고. ,

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성매매를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는지

살짝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고 본인이 가게에 가있지 않는한 믿는 전무나 부장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질문 에 답변 테이블당 만원이라 음 손님 한명이라고 했을때인가2) : 23 .... .... ??

일단 양주한병 만원 만원 만원 안주 만원 인가 이런식이면 남는게10 , TC 8 , RT 2 3 ???
없을텐데요 업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술값이 조금 저렴하군요 이렇게되면... ......
만원에서 카드수수료 정도 빠지고요 원가 만원잡고 하면 순수익이 만원정도23 10% 3 .. 9

남겠네요한명팔았을때를 가정해서 그리고 특소세를 내지않는다는 가정에입니다 특소. ...
세를 낸다면 순수익이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싸게해서는 저렴한 주대로 다수의 손님을...
받아야지 이익이 많이 남겠죠...

질문 에 답변 매출장부를 왜 세무사가 작성을 합니까 그런건없고요 이런건 개인3) : ?? ...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하신다면 편하신데 세금은 카드긁는금액에 대해서 여러가지 세..
금계산서를 동반하여 세무소사무실에 제출하시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줍니

다 물론 기장료는 조금 내겠지요.. ...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쪽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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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5)

한국의 회식문화는 접대라는 이름으로 술로 시작해서 차성매매로 마무리‘ ’ 2 ( )

65)http://kin.naver.com/knowhow/entry.php?d1id=7&dir_id=7&eid=Xn6hLusZ8y6kF9yW3grGPOquCaYek2H
검색일 년 월 일1&qb=t+u9zrfVIMOivvc=( : 2008 07 8 )

룸싸롱 창업에 대하여...
비공개 2007.03.23 16:23

중략 룸싸롱을 오픈하는 사람들 보면 몇가지 예가 있는데 클럽같이 큰 경우에는 예( )…

전부터 이 업계에 큰 손들이 오픈하는 거고요

중략 대략 계산하면 알겠지만 퍼블릭주대 경쟁력 있으려면 인당 만원 정도로 공( ) , .. 20
급합니다 일찍 가면 식사도 대접하고 소자양주도 한 병 서비스 합니다인당 인 경. . 20
우 명이서 만원 아가씨 팁이 만원 가게에서 만원입니다..2 40 20 20 .
가게에서 만원 중에 안주 및 음료 술 세트가 대략 만원 빠집니다10 4~5 .
한상에 결국 만원 남는건데 거기서 가게 임대료 세금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만5~6 , , 2~3
원 남을까 말까입니다 사실 예쁜 아가씨들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면 해볼만 하기는 합.
니다.

아가씨를 조달하는 건 초짜인경우 불가능한 것이고 화류계에서 잔뼈가 굵은 구좌가.. ..
같이 해야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손님들이 구좌를 보고 오게 되고.. ..
나중에 구좌가 빠져나갈 경우에는 사장은 큰 타격을 입게 되며 또한 참고로 잘 나가..
는 스타 구좌의 경우는 스카웃 자체도 힘들거나 어마어마한 조건을 제시하셔야 될까

말까 합니다.

북창동식 룸 또한 마찬가지 기존에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던 무교와 북창의 울타리를...
넘어 강남일대에도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도 소규모 업

소는 쇠퇴하고 대부분 대형화 추세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격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박리다매를 추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

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특성상 예쁜 것도 좋지만 특히나 잘 노는 아가씨들의 영입과 관,
리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아 영업하는 방실이 http://bangsile.com/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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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향이 있는데 룸살롱은 접대와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고 서비스한다 룸.

살롱 창업과 관련한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하는 사람 즉 여성은,

술과 더불어 중요한 서비스 상품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쁜 것도 좋지만. ‘

잘 노는 아가씨를 영입해 장사를 하는 것은 룸살롱 창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

르는 중요한 부분이 되거나 경쟁력있는 룸살롱을 운영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 상품가치를 따져 거래되는 서비. ‘ ’ ‘ ’

스 품목으로 위치하게 된다.

성매매 산업은 여러 산맥들이 쭉쭉 뻗어있고 그 산맥을 둘러싼 소소한 산맥,

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나 창업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여성들의 관리문제.

이다 아마 여성들이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자면 성매매산업이. ,

여성에 기생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고 여성이 없다면 이 산업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제적 구조를 감안했을 때 성매매 산업. ,

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여성부가 년 월 일 성매매실태 및 경제규모? 2004 10 14 ‘

에 관한 전국조사에서 밝혔듯이 성매매 관련 산업은 국내총생산 조’ , (GDP)578.8

원의 를 차지하고 이는 년 국내총생산기준 전기가스수도 사업 비4.1% , 2001 ․ ․
중 을 크게 초과 농림어업의 비중 에 맞먹는 거대한 규모이다 덧붙(2.9%) , (4.4%) .

여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성매매 관련 산업은 의 약 정도 될 것이라GDP 10%

는 추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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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광고 및 홍보(2)

인터넷에서 물 좋은 룸살롱이나 유흥업소를 알려달라고 하면 손쉽게 다음과,

같은 광고들을 찾을 수 있다.

답변[ ]66)

66)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2&dir_id=120101&eid=Ss1LGbQ5fn6FdHzra3nyHS9DHZ084
검색일v/3&qb=sK2zsr+hIMDWtMIgus/DorW/vcQgt+u9zrfVwd+/obytIMGmwM8gwK+47cfRsPfAuj8/( :

년 월 일2008 7 8 )

강남에 있는 북창동식 룸싸롱중에서 제일 유명한곳은re: ??
비공개 2007.05.10 14:42

안녕하세요?
강남북창동식의 새 바람 뉴방콕 의 여상무 장윤정이예요[ ] ..^ ^
북창동식 하드코어의 동영상사진방문후기견적, , ,
풍부한 정보가 있는 제 홈페이지

http://www.younjung.net/
오셔서 많이 구경하시고 좋은글도 남겨주세요

강남에 있는 북창동식 룸싸롱중에서 제일 유명한곳은re: ??
비공개 2008.06.05 23:26

안녕하세요 강남 초원의집 베컴박철훈 상무입니다. ' ' .
강남 초원의집은 선릉역 번 출구에 위치한10
대한민국 최대규모의 기업형룸타워 업소입니다.
명 양주 대 서비스 소 안주 현금 만원 카드 만원1 1( )+ 1( ) 2 : ( )35 ( )40
명 양주 대 서비스 소 안주 현금 만원 카드 만원2 1( )+ 1( ) 2 : ( )45 ( )50
명 양주 대 서비스 소 안주 현금 만원 카드 만원3 1( )+ 1( ) 2 : ( )55 ( )60
명 양주 대 서비스 소 안주 현금 만원 카드 만원4 2( )+ 1( ) 2 : ( )7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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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 에 물 좋은 곳을 찾아달라고 글을 올리기만 하면 위와 같은‘ iN’

업소 홍보가 수도 없이 달린다 술을 마시고 마음에 드는 여성과 차성매매를. 2 ( )

나가는 풍경은 이런 광고만으로도 상상 가능한 일이다 보통 광고 안에서는 성. ‘

매매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없지만 매우 비싼 술값과 북창동식 룸살롱이라는’ ‘ ’

명칭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성매매 혐의 가 있는 업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네이버 지식 에서는 이런 광고홍보성 글은 신고하면 삭제가 가능하다‘ iN' .․

업주가 여성을 고소하는 경우(3)

보도방을 하려고 선불 가능한 여성들을 고용하려다가 오히려 업주가 돈을 사

기를 당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

명 양주 대 서비스 소 안주 현금 만원 카드 만원5 2( )+ 1( ) 3 : ( )89 ( )104
인 이상 인당 만원5 1 18
초원의집 베컴박철훈' ' 019-464-5120
시간 일 연락 대기하고 있겠습니다24 365 .
베컴박철훈 상무 홈페이지' ' : www.beckham.kr
문의및 예약전화 : 019-464-5120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1) ????
비공개 2006.04.04 04:56

제가 보도방을 한번 해볼려구 신문에 광고를 내고 선불가능 아가씨구함 이라는 광고

를 내었습니다 광고를 보고 중반의 기혼녀 두분에게서 전화가왔습니다 선불을 각자20
만원씩 요해왔습니다 중략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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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는 일을 할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은 여성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

어 문제가 된 경우이다 오프라인 상담에서도 가끔 발생하는 일인데 소위 탕. , ‘

치기라 불리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 여성이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 .

채무관계가 무효라는 법적 관계를 악용하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업주들이 성매

매 여성과 법적인 문제에 얽혔을 때 여성을 탕치기로 몰아 성매매라는 불법행‘ ’

위에 협력하는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거나 방어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마담의 복잡한 위치(4)

유흥업소의 마담은 복잡한 위치에 놓여있다 여성들이 처음에 성매매여성으‘ ’ .

로 일하다가 피라미드의 밑바닥에서 조금 올라가 마담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

여성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혹은 본인도 성매매.

를 하면서 여성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여성들은 어떤 측면.

에서는 이름만 마담일 뿐이다‘ ’ . 다음 사례는 구좌마담이 빚을 지게 되는 경로

를 자세히 적은 것이다.

근데 처음약속과 달리 일을 해준다는 조건하에 돈을 건네었지만 며칠동안 차일피일

출근을 미루다가 주가 지나서 야 출근이 안되겟다구 하더군여 그래서 그럼 빨리 원금2
을 상환하라구 햇습니다 근데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안구 벌써 달이 흘4
렀습니다

그사이에 여러번약속을 햇지만 한번두 지켜진적이 업구 제가 알아본봐로는 첨부터 여

자 한분은 낮에 직장을 다니고 잇었고 자가용을 몰구 아파트 에 살며 남편도 직장에

다니면 그리 어렵지 안게 사는걸 확인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불법적인 동기로

돈을 빌려주었기때문에 신고를 못할꺼라구 생각해서 돈을 갈취할생각인거 같습니다 어

떻게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각서와 자술서를 누차 받았는데 이런건 법적으?
로 사용가능한가요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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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장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빚더미에 올,

라앉은 여성의 글이다 작은 사장이 돈은 본인이 챙기고 빚은 마담이 계속 부.

담하여 결국 마담도 피해자가 된 사례이다 업주가 여성을 사기죄로 고발하거.

나 오히려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마담에게 외상값을 갚으라고 강요하,

유흥업소선불죽고싶어요

비공개 2006.03.14 04:57
눈물만 앞을 가리네요 소위말하는 유흥업소 구좌마담입니다 처음 백만원선불에서... .. 2 3
년동안 몇군데를 옯겨다니보니 생활비와 손님외상값물고나오면서 엄청난빚을 지게되..
었습니다 중략.. ..... ( )
이 직업은 매상올린만큼 월급을 가져가는데 한달월급이 백만원돈이 안되는 마담이 되

어버렸구 예전가게들에서 차비조차없구 생활비가 없어 얻은 사채빚에 밀린 방세에. , ,
제사업을하다 망해서 생긴 개인빚에 전가게에 한달에 백만원씩줘야하는 빚에 이번가, ..
게에선 열심히 살아가려했습니다 너무 좋으신분들이라 열심히해서 갚으면된다고생각했.. ..
는데 하지만 막상 가게에나오면 빚독촉전화에 손에 일이잡히지않았고또다시 매상을,, .
생각하다보니 외상장사를 하였고 두달만에 손님한테 외상값 백만원을 뜬긴상태이고 다4 ,,
제가 갚아야하는돈이니까요 죽고만 싶구... ..

보증인을 세우기로한날 보증인조차 구할수가없어 결국 지금 죽을결심에 단돈 십만원.
을 가지고 어느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남들이보기엔 도망이겠죠 저역시 여기서 죽지못,, ,,
한다면 도망이라고 치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보면 다 맘에 걸려 죽지도못하...
구 도망도 못가고 보증인을구한다해도 이젠 희망이 보이질않습니다 이젠 마담을, ......... ...
다시 할 자신감도 열심히매상올려서 갚아야하는것도 손님이 없어서 이젠 불가능해졌,
구요 그세계가 아닌 곳에서 벌어서 갚고만 싶습니다 마담을 다시해야한다면 죽고만.. ... .
싶어집니다 저에게 너무 고통스런 세계입니다 제주변사람들은 다좋습니다 하지만 그. ..
많은 빚독촉에 이겨낼자신이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 의논할때도 없게되었네요제가.. .
어떻게 살아야할지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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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법행위를 저지른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마담은 여성을 관리하거나 매출. ‘ ’

을 관리하는 등 업주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성판매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위치에서 보통 성매매피해여성.

과 똑같이 빚 변제를 독촉받게 되고 이 빚 때문에 성매매를 강요당하게 되는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듯 성매매구조 안에서 업주와 성매매여성 경계.

를 넘나드는 마담의 위치가 바로 성매매의 구조가 단편적으로 업주와 여성의

관계로 또는 포주와 여성의 관계를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분석할 수 없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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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 정보의 온상지에서 남자들은 즐겁다7. , !

검색어:

싸리

인터넷에서 성구매 남성들을 위한 정보는 그야말로 차고도 넘친다 네이버 지.

식 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의 내용에는 성구매자들이 좋은 상품을 고르듯 성iN

매매 업소의 위치 가격 서비스 내용을 묻는 질문도 있고 성구매 후 경찰단속, , , ,

처벌에 대한 질문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사람들의 홍보성 답변들도 보인다 이, .

런 정보들은 어떤 흐름과 맥락을 갖고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는 것일까 방대?

한 양의 내용을 다 요약 정리하지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밤문화와 안마, ‘ ’ ‘ ’

라는 검색어로 설정했을 때 성매매와 관련된 질문들의 전반적인 성향 특징들,

을 묶어 보았다.

성매매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찾기 위해서는 성구매자들이 주로 쓰는 언어

들을 수집해 그것을 검색어로 설정하여 내용을 찾는 것이 용이하다 성구매라. ‘ ’

는 말을 인터넷 상에서 사용하기에는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발설하기 어려

운 단어이다 보니 이런 단어보다는 밤문화 룸살롱 안마 등과 같은 검색어를‘ ’,‘ ’,‘ ’

사용하는 것이 적나라한 성매매 현장을 들여다보기에 적합하다.

이렇듯 네이버 지식 에서 밤문화와 안마를 검색어로 설정했을 때 제목이i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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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짧은 답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미 그 공간 자체가 성구매 정

보의 온상지가 되고 있으며 성구매자 범죄라기보다 유흥이나 오락으로 즐기는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밤문화 효과적인 성구매 방법을 묻다(1) ? .

밤문화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대부분 여행자들이나 해외출장을 가는 사람‘ ’

들이 각국의 밤문화를 즐기기 위해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

와 있다 태국의 밤문화 일본 밤문화 중국 밤문화 등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 ’,‘ ’,‘ ’

의 밤문화를 묻는 질문이 많았으며 이는 그 안에서 성매매 혐의 를 지니고‘ (?)’

있는 질문들이 상당수 있었다.

특히 해외출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 때문에 또는 출장‘(

가는 지역의 밤문화를 알아보라 는 상사의 압박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이들) .’

도 있어 여전히 접대와 성매매 비즈니스와 성매매가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 ,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여행을 원하는 이들은 주로 유흥이.

나 오락의 수단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심.

지어 오직 밤문화를 즐기기 위한 해외에서 성구매를 하기 위한 여행을 기획‘ ’( )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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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7)

사례[ ]68)

67)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9&dir_id=90207&eid=hlW0J15wn8MhklJmpUxdFRYlsivkVlvA
검색일자&qb=ueO5rsit( : 2008.4.25)

68)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9&dir_id=90207&eid=8JcnJ+vKokXWhnpEhjE7B01NzH0yIGZ
검색일자O&qb=ueO5rsit( : 2008.4.25)

제목 저 방콕 박 일 스탑오버 해났는데여 관광은 필요없고 온리 박을 밤문화로: 2 3 ... 2
비공개 / 2007.08.02 04:09

저 방콕 박 일 스찹오버 시켜났는데요2 3 ...
음 단도직입적으로 유럽 개월돌고 가는거라 이제 관광은 좀글코3 ... ..
오로지 밤문화 나이트 위주로요 뭐 차되는곳과 더불어... .. 2 ..^ ;̂
제 생각은 한 밧하는 호텔잡아서 나이트에서 뭐 놀다가 대충 잘려고요1000 ? ..ㅋ
뭐 대충 읽어보니 선정적인 글같은건 안되는걸로 되어있어서

저의 궁긍한건 다못적겠지만...
여하튼 공항에서 내려서 어디를가고 밧정도의 대충호텔은 어디가 많은지1000 ..
그리고 나이트이름 좀 갈켜주세요 물좋고 유명한것으로요... ,,,
적나라하게 적는게 글타면 메일이나 뭐 남들이 다적어놨는 뭐시기로1:1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남자 혼자 개월 빡시게 돌다와서리 쉬고싶습니다... 3 ... ...ㅋㅋ
뭐 내공이 어떤건진 모르겠지만 금방 가입한거라 뿐이네요100 ..
화끈한글 올려주면 다 드리께요...ㅋㅋ
외로운 남자를 위해 방콕의 완벽한 여가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동남아 밤문화에 대해 질문이요 내공: !( )多
비공개 답변 조회2008.03.31 23:19/ 2| 878

아 우선 안녕하세요, ,ㅎ
매번 답변만 달아드리다가 질문해보긴 첨이네요 >_<
이번 여름방학때 대학교 동기랑 같이 동남아 여행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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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9)

이 외에도 한국에 비해 성구매가격이 싸다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만 관광‘ ( ) ’,‘ ’,‘

하면서 라는 이유로 성구매 정보를 알아보려는 내용도 눈에 띤다’ .…

69)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9&dir_id=90207&eid=NCNAK3kF6qz3ew5bSIvoAVETtJqQDe
검색일자ED&qb=uLu3ucDMvcO+xiDBqMbDILiuwbbGrg==( : 2008.4.25)

살 정도의 남자대학생이요 청춘의 들끓는 피를 이기지 못해서22,23 . ,ㅋ ㅋ

동남아의 밤을 한번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태국 쪽이 가격대가 좀 저렴한편 현지가격에 비해서 이라 듣기는 했는데( ) ,
막상 계획하려 하니 막막해서 우선 내공은 많이 걸겠습니다.. .ㅠㅠ

마음에 쏙 든다면 추가내공 당근 가능하구요 그 대신 어디 나라 쪽이 괜찮은지와. , ,
밤문화가 어떤 식인지 그리고 그 가격대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셨음 하네요, .
지식 여러분들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럼iN . .
참고로 박 일 정도 생각하고 있구요 밤문화의 강도 세기 는 상관없습니다ps) 2 3 . ( ) ㅋㅋㅋㅋ

제목 말레이시아 젠팅 리조트를 업무차 가는데 밤문화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 .
비공개 답변 조회2007.03.23 19:06 / 1| 2,771

업무차 가다보니 고객분들과 같이 갑니다.
이슬람국가라서 밤문화 단란주점 성매매 등이 상당히 없다고 들었습니다( , ) .
특히나 젠팅리조트 쪽은 더 그렇다고 들었구요.
고객분들을 모시고 가는 거라 혹시나 그쪽에 가보신 분들 중에 밤문화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주세요 우선 기본 내공 걸구요 답변에 따라 왕창 내공 걸께요. 100 ,, .
참고로 제가가는 곳은 젠팅 하이랜드 리조트의 젠팅호텔입니다 지역이 파항 이라. (pahang)
고 했남? ......
그리고 추가로 기타 놀이문화나 기타 정보를 알려주셔도 좋구요.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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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구매 이렇게 시도하라 다양한 답변들(2) ‘ , .’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구체적이다 성구매 가격 나라별 성구매하기. ,

좋은 곳 업소의 정확한 위치 설명 성매매 업소와 관련한 신종 용어 일본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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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70) 중국의, ktv71) 나이트 가라오케 안마 등 각 성매매 업소에 대한 분야별), , ,

비교 정보 등 자신의 성구매 경험을 토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성구.

매 경험자들 해외에서 비즈니스 접대를 하는 사람들 심지어 여행사까지 이와, ,

같은 답변을 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간접적인 성매매 알선 역할까지, ‘ ’

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72)

70) 한국의 터키탕으로 방마다 목욕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 .
71) 단란주점 가라오케와 같이 노래방시설과 룸이 갖추어져 있는 성매매 업소,
72)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9&dir_id=90207&eid=XEYBIFAio5xVWvqAim92vgQ8WxORm

검색일자tbN&qb=tb+zsr7GILnjua7IrQ==( : 2008.4.25)

제목 동남아 밤문화에 대해 질문이요 내공: re: !( )多
비공개 답변채택률 66.9% /2008.03.31 23:24

태국을 박 일로 가기에는 넘 짧습니다 갈수는 있으나 항공료 대비 넘 아깝다는 소리지2 3 . ,
요..
보통 태국 단체가 일 패턴입니다 항공권도 그 패턴에 맞춰서 조인을 해야 싸게 얻을수5 .
잇겠지요..
돈만 많으면 미국이라도 박 일에 못 갔다오겠어요2 3 ? ㅋㅋㅋ
박 일 이면 태국 보다는 중국쪽으로 가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2 3 .
대표 지역이 항공료가 싸고 룸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청도 쪽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
여러 까페및 블로그 검색해보시면 쉽게 정보 얻으실수 있구요 이런 게시판에서는 특성상,
자세히 말씀드리가 어렵잖아요..
청도쪽은 보통 술값 만원에 아가씨 팁 원 만원정도 짧게 원 만원정도 길게20 200 (3 ), 600 (9 ),
원 만원정도 로 보시면 무난 합니다 물론 그보다 싸거나 비싼곳 있구요800 (12 ) . ..

태국쪽이 다소 즐길거리가 많고 먹거리도 입에 맞을꺼 같은데 기간이 넘 짧습니다 비행, ... .
거리만 시간 분 소요 되는거리거든요5 30 ..
까페 검색해보세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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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에는 성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병에 걸릴까봐 에이즈에 걸릴까‘ ’,‘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답변자들은 안전한 성구매’ , (?)

를 위한 꽤 괜찮은 콘돔까지 소개한다.

안마 검색어를 중심으로 본 성구매 질문과 답변들(3) ‘ ’

한국의 대표적인 성매매 업소 형태인 안마시술소는 업소 규모도 크고 고용되

어 있는 여성도 많아서 이들의 거대한 수익과 경제적 구조에 대해 자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래서 성매매 관련한 질문에 안마라는 검색어를 이용해보. ‘ ’

고자 했고 예상대로 성구매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으로 알

려져 있는 장안동 안마에 대한 내용이 이미 올라와 있었다 이것 역시 안마시‘ ’ .

술소의 서비스 가격 서비스의 질 위치 등을 묻는 내용이며 그에 따른 무수한, ,



성매매 백과사전 인터넷에 끼어들기,◇ ◇

105

답변들도 성구매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성매매가 불. ‘

법이며 범죄이다라는 차원의 설명이나 답변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적극적으로 업소를 홍보하는 답변도 있다 이런 영리추구성 내용은 네이버 고.

객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게시물을 올려놓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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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 외에도 성매매를 하고 난 후 에이즈에 걸릴까‘

봐 성병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에이즈라고 의심되는 자신의 증상에 대해’,‘ ’ ( )

질문하는 경우 안마시술소 이용 후 검경찰에서 출두명령을 받은 경우 성구, ,․
매 가격과 접대비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인다.

사례[ ]73)

73)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7&dir_id=709&eid=aDXsjpbPAGp7ipwBFC6A/0TjM1NSUPhI
검색일자&qb=wOW+yMbyIL7IuLa9w7z6vNI= ( : 2008.4.25)

제목 장안평 안마시술소에대한 급한 질문: ...ㅠㅠ
비공개 답변 조회2005.08.15 10:45 / 2| 33,876

안녕하세요 전 살의 남자입니다22
제가 이틀전에 친구와함께 호기심에 처음으로 장안평에있는 안마시술소에 갔는데요

콘돔을 씌우고 성행위를 했는데 그럼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에 대해 안전한가요?
제가 왜 이런질문을 드리냐면 그 아가씨가 얼핏 콘돔을 잘 빨아서 다시 사용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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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나고 가져야한대서 제가 하두 의심을 하니까 나중엔 물을 안에넣어서 새지않... 0ㅠ ㅠ
는다는걸 확인한다는걸 보여주긴했지만 원래 그런안마방들은 콘돔을 빨아서 다시 쓰나...
요 나중에야안 사실이지만 콘돔은 회용이라는 아니면 빨면 다시 쓸수있는 경우도? 1 ...ㅠㅠ
있나요 그리고 제가 그런곳은 처음이여서 방에서 아가씨를 기다리는동안에 너무 긴장을?
해서 심장도 콩닥콩닥뛰뿐만아니라 팔다리에 힘이 쭉쭉 빠져나가고 또 열도 이유는 모르

지만 좀 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아가씨가 성행위 도중에 몸이 불덩이같다고 말하기도 했?
었는데 문제는 끝나고 돌아오는길에도 몸이 좀 뜨겁고 열이 있는거같고 또 그후로 지금,
까지 좀 몸에 미열이 있는듯하고 그래요 물론 에이즈는 감염후 수주이후에 독감과ㅠㅠ

같은 증상과 함께 임파선이 붓거나 온몸에 열꽃이 핀다는 증상이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글고 또 어떤 성병도 성행위하자마자 증상이 나타난다고는 들은바없지만...
제가 그일 이후로 이틀동안 쭉 엄청 쫄아 왔거든요 물론 지금도~ ? ...ㅠㅠ
밥맛도 없고 힘도없고 의욕도 없고 그래요 걱정만되고... ...ㅠㅠ

근데 왜 하필 미열이라도 있는지 솔직히 정확히 몸안에 열이있는지 아니면 날이 더ㅠㅠ

우니까 열이 있는거처럼 느껴지는건지 머리에 손을 대보면 그다지 뜨거운거같진 않은데... ...
그냥 머리는 원래 좀 뜨거운 부분이니까 그 정도 또 침을 계속 삼키면서 느끼려 하면...
진짜로 임파선이 조금 부은거같기도하고 아닌거같기도하고 기침같은건... ... @@
안나요 에이즈항체 검사를 하려면 최소한 감염후 개월이나 개월후에야 항체가 만들어. 3 6
지므로 그때까지 기다려야하잖아요 그전에 노이로제로 먼저 미치겠어요 ㅠㅠ

하지만 대로 들어서면 호기심에 다들 번쯤은 가지않나요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 중20 1 ?
에서 콘돔을 직접사가지고 그걸로 끼워달라는사람은 거의 없는거같은데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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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4)

사례[ ]75)

검색어의 확장 그리고 끼어들기(4)

밤문화 검색을 통해 파생된 성산업과 관련한 단어들은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 ’

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의 성산업중 대표적인 소프 중국의 와 같은 신. ‘ ’, ‘ktv'

종 단어들이 출현하기도 하고 다시 이 단어로 검색했을 때 위와 같은 성구매

정보들은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범위까지 확장된다 안마 룸살롱 화류계 집창. ‘ ’,‘ ’,‘ ’,‘

74)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2&eid=BUZhFfZGJTI9jPj072NaKsBGvKPZi367&q
검색일자b=vsi4tr3DvPq80iDBorTruvE=( :2008.4.25)

75)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rEA5gMblbi7ADDgbnwLaRIiehlLqixjY&qb=
검색일자vsi4tr3DvPq80iCwrLTZsKE=( :2008.4.25)

제목 안마시술소나 이발소 등은 접대비로 처리가 안되나요: ?
비공개 답변 조회2003.08.13 09:56 / 1| 8,299

법인카드로 처리했던 카드 가맹점이 안마시술소라고 해서 접대비 처리가 안되다고 회사

에서 그럽니다.
안마시술소나 이발소 등은 접대비 처리가 불가한가요?

제목 안마시술소 갔다가: ...
비공개 답변 조회2007.01.12 17:08 / 2| 5,326

친구가 월에 안마시술소에 갔었는데 카드결제로 오늘 경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오라고12 ( )
한답니다.
만일 가서 안마시술소에서 성행위가 아닌 안마만 받았다고 계속 우길경우는 어떻게 되며,
만일 성행위를 인정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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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터키탕 이미 성구매자들은 성구매를 하기도 전에 인터넷 공간에서 성적’‘ ’....

유희를 즐기고 있는 듯 하다.

물론 몇 가지 검색어를 중심으로 방대한 양의 성매매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열람하면서 위와 같은 현실에 딴지를 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

기도 했다.

성매매 업소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영리추구 성격의 내용들을 포털사이트 고

객센터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성매매는 불법이며 범죄이다라는 맥락의‘ ’

답변이나 성매매와 여성인권과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의 답변을 올리는 것도‘ ’

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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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자에 대한 답글 메시지??

메시지 1.

해외 밤문화 효과적인 성구매 방법을 묻는 에게“ ? ○○

해외 밤문화 질문을 보니 님께선 효과적인 성구매 방법을 묻고 계시는군요 아마 네이? .
버 지식 공간이 매우 공개적인 공간이다 보니 성구매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는iN “ ”
것으로 보이네요 님이 단순히 오락으로 즐기기 위해 성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사회적으로 별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는 성구매는 참 다양한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매매 이익을 톡톡히 누리는 포주와 알선업자 인신매매자의. ,
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이지요 이미 한국에서 성산업 규모는 농수산업에 맞먹을 만큼 확.
장되어 있다는 점만 봐도 사회가 성매매를 얼마나 방치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심하게 말하자면 성매매는 합법적 강간 성착취의 현장이기도 합? ,
니다 이는 곧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적나라한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
더 쉽게 이용하기 위해 사회는 그곳에 있는 여성들에게 약물중독 낮은 자존감 채무의, ,
늪 빈곤과 성적침해의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이는 곧 사회가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
취약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는 게 아닐까요 효과적인 성구매 방법을 묻는 당신이 곧?
이런 현실에 일조하는 공범은 아닐런지요“

메시지 2.

당신의 성욕은 여성과 아동을 돈을 매개로 해서라도 꼭 충족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
남자들의 놀이는 성구매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가기 전‘ ’ .
총각 딱지를 떼기 위해서 시작한 성구매는 남자들간의 연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아,
주 당연하게 행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놀이로 시작한 성구매가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더욱 취약한 환경으로 내몰고 더 넓게는 국제적인 인신매매와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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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3.

서비스가 좋은 안마시술소를 찾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당신은 진짜“ . (!)
안마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구매를 하기 위해서 안마시술소를 찾고 계신 듯 하네

요 이미 장안동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집결지역이라는 것쯤은 공공연한 비밀 이니까.( (?)
요.)
성구매하기 좋은 가게를 물어보고 다양한 업소를 홍보하는 것 또는 소개시켜 주는 것

도 간접적인 성매매 알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년 월 일 성매매 방지법 시행되고 있고 이는 알선자를 강력히2004 9 23
처벌하며 성구매를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오락과 유흥을 위한 일상적인 성구매가 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범죄라

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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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Ⅲ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 을 통해 본 성매매 현실1. ‘ iN'

성매매 유통경로 정보공유 공간으로서 포털사이트의 문제점2. ,

제 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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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Ⅲ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 을 통해 본 성매매 현실과 문제1. ‘ iN'

네이버 지식 검색어를 중심으로 성매매 현실과 경험을 관찰하면서 사이버‘ iN

공간이 익명성 보장이라는 편리한 장점 때문에 성매매 백과사전으로서의 역할’ ‘

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네이버 지식 에서 찾아본 성매매 여성의 피해현실은 오프라인 상담의, iN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매매.

로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

를 사회적 비난 때문에 심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웬만큼 전문직이 아니면 한.

가정을 책임질만한 경제력을 가지기 어려운 여성의 사회적 위치로 볼 때 성매

매 유입과정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차별과도 연관이 있다.․

또 피해현실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폭력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결과,

유흥업소 업주의 폭행과 협박 손님으로 만난 남자로부터 당한 성폭행으로부터,

피해를 입어도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

는 현실이 반영된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단속에 대비한 업주들의.

지시가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법해석과 수사기관의 편의에 의,

한 단속 관행으로 여성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 등 업소 단속 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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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다분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성매매로 인한 건강악화 유흥업소 임금체불 여종업원에 대한 세금 허, ,

위신고 성판매 경험 노출과 사회적 낙인 등의 사례를 통해 성매매 여성의 피, ,

해가 오프라인 상담에서 접하는 피해보다 온라인 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

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여성단체나 상담소가 개입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열려 있음을 느꼈다.

둘째 마이킹 선불금과 같은 검색어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주요 수단이, ‘ ’,‘ ’

되고 있는 빚 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업주 사채업자 제 금융권이‘ ’, (- , , 3 )

어떻게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보통 선불금은 업소를 옮겨.

다니면서 그 대금으로 업주와 업주 사이에서 거래되는 대금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는 성매매의 인신매매적 성격을 강화시켜주며 많은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 에서는 이렇듯 선불금마이킹 때. iN ( )

문에 괴로워하는 여성들의 질문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 또 성매매 업소에서 일.

할 당시의 사채빚 옷화장품 외상 빚 연대보증맞보증으로 인한 빚 방보증, , ,․ ․
금으로 인한 빚은 탈성매매 후에 결혼하고 다른 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와

중에도 느닷없이 찾아와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또 이것은 성매매 경험에 대.

한 과거를 잊고 살던 여성들에게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기제

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성들의 질문에 대해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한 법적인 정보

를 전달하거나 여성단체에 상담을 권유하는 답글은 찾아보기 힘들다 선불금.

제공 할 테니 자신의 업소에 들어오기를 권유하거나 사채업자나 제 금융권에3

서 달려들어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

할 것이다 또 성매매 구조 안에서의 빚이란 대부분 성매매와 관계를 맺고 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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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주제에서는 가출 조건만남 헌팅이라는 검‘ ’, ‘ ’, ‘ ’

색어를 통해 질문과 답글을 찾아보았는데 인터넷 공간이 가출을 결심하고 실,

행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제의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임신 성폭행 등 더 심각한 위( ) ,

험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 남성이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면 여성이 몸에 대,

한 결정권을 포기하는 방식의 연애각본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

다 특히 질문과 답글 중에서는 놀이와 연애 성매매의 경계를 넘나들며 청소년. ,

들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떤 개

입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또 상대 여성이 청소년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가 단속에 걸린 남성들의 질

문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단지 성매매에 대해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지 못. ‘ ’ ‘ ’

해 단속에 걸린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두

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를 악용한 협박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넷째 네이버 지식 에서 발견한 구인 관련 문답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아가, iN “

씨 구함 이라는 업소광고를 발견할 수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선불금마이킹과” ( )

같이 여성과의 거래조건과 방법을 자세히 서술한 내용도 눈에 띄었다 또 기차.

역 화장실 같은 공공장소에서 흔히 보는 월수입 만원 보장 숙식제공 등의“ 200 , ”

흔한 광고와는 달리 익명성 보장 때문에 선불금 액수도 제시하거나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해 볼 것을 권하는 등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

로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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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 외에 덧붙여 살펴본 성매매 업소 구인광고 사이트에서는 가족iN ‘

처럼 대접한다는 가족주의 패턴 업소의 모든 조건이 여성들에게 맞추어진다는’ ,

호언 달래고 안심시키기 전략 등 업소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여성들을 모집하, ‘ ’

고 있었다 특히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 , , , , ,

콩 괌 브라질까지 그 영역이 무한 확장되고 있는 해외 성매매 취업 분야에서, ,

는 단속이 없어 자유롭고 선진국의 복지혜택도 보장된다 는 문구까지 곁들여‘ .’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 구인광고 사이트는 업종별로 광고를 하거나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암묵적

인 성매매 알선을 하는 등 더 전문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활발하게 표면화되고

있다.

다섯째, 네이버 지식 에서 업소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질문과 답글을‘ iN'

살펴보면 성매매 업계의 사정을 알아보고 싶어 질문을 올리는 경우가 주를( )

이룬다 유흥업소 호스트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 월수입. , ,

이나 빚 일하는 방식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

특히 호스트바처럼 남성들이 성매매와 관련 있는 업소에 취업하고자 하는 현

실이 눈에 띄는데 남성의 성판매에 대해서는 여성을 접대한다는 점에서 남성,

성과 결부시키거나 사회의 성규범을 의식하는 답변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여성의 성판매에 대해서는 몸 망친다 한 순간에 인생 버린다는 식의 권위적’ ‘, ’ ‘

이고 훈계조의 어투 구직자 여성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유흥업소 구, .

직활동이 여성에게 있어서 성기 중심의 성행위와 연결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렇듯 남성과 여성의 성판매로 이어지는 유흥업. ( )

소 구직활동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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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성판매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 네이버 지식 에서 유‘ iN’

흥업소 구직과 관련한 질문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

제로 남는다.

여섯째, 네이버 지식 에서 주로 성매매 알선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담 실장iN ‘ ’,‘ ’,

부장 사장의 질문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가장 주요한 이유는 성매매‘ ’,‘ ’ , ,

구조 안에서 여성들은 업주와 마담 성판매 여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치에‘ ’ ‘ ’, ‘ ’

있다는 점 때문이다 룸살롱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담은 매출이. ‘ ’

나 선불금과 같은 수익을 관리하면서 여성종업원을 데리고 있고 이들이 성매매

를 나가도록 유도하기도 하는데 마담 또한 성판매를 하고 있는 여성이라는, ‘ ’

점은 특히 주목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성매매 알선책의 역할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위치에서 법적인 보호와 처벌을 동

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성판매 여성이 마담으로 변화하여 성매매, ‘ ’

알선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은 성매매 산업의 구조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일곱째, 밤문화 안마를 검색하여 나온 성구매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 ‘ ’

놀이와 유흥으로서의 성구매 행위를 엿볼 수 있으며 성매매 업소의 위치 가격, ,

서비스 내용 등 아주 구체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그들 나름대로 비교적 안전하‘

고 효과적인 성구매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론에 자(?) ’ .

주 거론되고 있는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의 유통이 이미 이런 포털사이트 공간‘ ’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해외 성매매를 방지.

하는 캠페인 성구매가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 여행사들의 간접적인 성구매 알, ,

선행위 금지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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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순히 하나의 단어 검색을 통해 확장된 범위의 신종 성매매 용어들을 발

견하기도 했으며 그 용어들을 통해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서 횡행하고 있는, ,

성매매 현실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무한히 확장되는 이들 성구매 문화에 딴.

지를 거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매매 유통경로 정보공유 공간으로서 포털사이트의 문제점2. ,

단편적으로 네이버 지식 을 통해 우리는 성매매 유통경로 또는 정보공유‘ iN'

공간으로서의 포털사이트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았다.

첫째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 을 통해 성매매 현실을 분석하면서 가장 큰, ‘ iN'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은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가득한 답글이었다 성매매’ ‘ .

유입으로의 유도유흥업소 구인 구직 질문과 답글 성판매 여성에 대한 훈계( , ),

조의 어투 성매매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여성에게 책임 떠넘기기 온라인 상, ,

에서 성구매 경험을 나누며 희희낙락 하는 성구매자들 때론 성매매와 관련한,

글 자체가 성적 놀이처럼 미화되는 방식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재수’ ‘ , ’

없으면 걸리는 경범죄 쯤으로 인식하는 경향 등 걸러지지 않은 언어로 나열된‘

성매매에 대한 현실은 무척 적나라하고 구체적이었다.

물론 그 안에서 딱한 사연에 대한 위로나 여성인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

친절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와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에서 아주

작은 부분 만큼이라도 사회적 책임성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덧붙여 우리가 살펴본 네이버 지식 이라는 공간에서 성매매라는 화두는‘ iN' ’ ‘

인권에 대한 돌봄의 철학이 배제된 채 개방 자유 솔직함이라고 포장된 상자, ’ , , ‘

안에서 여전히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로 이야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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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이버와 이룸이 대치되었던 일련의 사건 들, [ ] (?)

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포털사이트라는 곳이 때론 공익에 둔감‘ ’

하기도 하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을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룸에서 온라. [ ]

인 아웃리치를 통해 올려 놓았던 답글이 광고 홍보성 내용이라는 이유를 들' , ‘

어 네이버 운영진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함으로써 그나마 유통되던 제대로 된 정

보들이 차단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네이버 운영진 스스로가 공익을 위한 정, ’

보에 둔감하며 인권에 대한 철학이 심각하게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

기도 했다.

포털사이트가 성매매 유통경로 또는 정보 공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강력한 힘76)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다 포털사.

이트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강력한 정보력만큼이나 사회적 문제나 인권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가 스스로 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묻지 않는다면 정‘

보의 유통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악의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 ‘

것이다.

제언3.

네이버 지식 에 담긴 성매매 관련 편견과 선입견을 접하면서 온라인과 오프iN

라인은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단체,

76) 네이버의 영향력은 위 업체인 다음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막강하다 중략 네이버를 운영하2 . ( )「

는 은 중국에 진출한 렌종 일본의 재팬 미국의 등 해외법인 매출까지 합NHN , NHN , NHN USA
하면 조원이 넘는 명실상부한 검색포털 위 기업이다 여기에 비해 다음의 매출액은 억1 1 . 2000
원이 조금 넘는다 검색 포털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다음기타포털 의 구도다. ‘ : : =7:2:1’ .
한국 인터넷은 네이버 공화국 네이버는 포털업계의 공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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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오프라인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라는 결론,

을 내렸다 특히 포털사이트 안에서 여성주의 정치가 현저히 부재한 현실 속에.

서 단체나 상담소의 개입은 절실해 보인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언론이나 인.

터넷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 외에도 온라인 아웃리치와 같은 실질적인 상담과‘ ’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 성매매 업소광고나 홍보는 포털사이트 내에서도 제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 삭제와 신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개입도 요구된다.

포털사이트는 필터링을 통해 나름대로 음란유해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고․
있겠지만 범람하는 정보들 속에서 사람들이 피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사회적 책임성을 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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