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한 평화행동
-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

2010년 9월 15일(수) - 9월 16일(목)

▣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국회의원 조배숙

▣ 주관 : 대구여성회 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광주인권지원센터 

‘언니네’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대전여민회 인권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군산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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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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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순례단은...

2006년 성매매 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 행동

2007년 성매매 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 행동 

2008년 집결지 폐쇄와 성구매 근절을 위한 행동

2009년 우리의 기억이 투쟁입니다

2010년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2010 민들레순례단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비대해진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해 지역사회 성산업 수요를 고발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사회에 성매매실상을 드러내고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

취임을 분명히 합니다. 

성매매 STOP, 성구매 근절, 여성폭력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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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순례단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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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민들레순례단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한 평화행동’ 
-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 

■ 2010 민들레순례단 발대식  

 - 일시 : 2010년 9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국회 본관 앞) / 영남권(포항) / 호남권(광주) 

■ 2010 민들레순례단 주요일정 

□ 서  울 

 * 일시 : 2010년 9월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앞 

 * 주요 일정 : 11:00-11:40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주년 추모행사

              11:40-12:00  ‘2010 민들레순례단’ 발대식

              12:00-13:00  하월곡동(일명 미아리)화재참사 지역이동

              13:00-13;30  하월곡동 희생자 추모

              13:30-14:30  청량리 성매매업소 집결지 이동

              14:30-15:00  청량리 여성살해 지역 추모 

 

□ 영남권

 * 일시 : 2010년 9월 15일 오전 11시

 * 장소 : 포항시청~포항터미널

 * 주관 : 대구여성회 인권센터,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내용 : 11:00~11:30 문화제 진행(부대행사 시작)

         11:35~11:40 여성 추모 살풀이&소리

         11:40~11:45 추모 메시지(1) 대구여성회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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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5~11:50 몸짓 공연 (1차)

         11:50~11:55 추모 메시지(2) 포항여성회

         11:55~12:10 노래 공연

         12:10~12:15 추모 메시지(3) 부산 살림

         12:15~12:25 퍼포먼스

         12:25~12:30 몸짓 공연 (2차)

         13:20~ 14:00 포항 상도동,대잠동 일대 추모순례행진

 

□ 호남권 

 * 일시 : 2010년 9월 15일 오후 2시

 * 장소 : 광주 충장로 광주우체국 / 광주시 송정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지역

 * 주관 : 광주 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상담소 / 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 내용 : 2:00  ‘2010 민들레순례단’ 발대식   

         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 행동 성명서 발표  

         STOP 성매매 탑 무너뜨리기  

         3:00 광주 송정동 화재참사 추모순례

□ 충정권

 * 일시 : 2010년 9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대전 유천동

 * 주관 : 대전여민회 여성인권센터

 * 내용 : 대전 유천동의 과거현재에 대한 경과보고

         묵념 / 추모의 글

         퍼포먼스와 지역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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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주기 추모 및 순례

군 산 일 정 

* 일시 : 2010년 9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

* 장소 : 군산 한국통신 앞, 군산개복동대명동 화재참사 지역, 임피승화원

* 주관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군산여성의전화

* 내용 :

  13:30~14:00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주기 선언대회 (한국통신 앞) 

  14:00~14:40  군산 화재참사 추모 문화제(개복동 화재참사 지역)

  14:40~15:00  개복동에서 대명동 이동 캠페인

  15:00~15:10  대명동 화재참사 지역 증언 및 추모 (증언 및 추도사)

  15:00~15:30  군산역에서 임피 승하원으로 이동

  15:30~16:30  납골당 분향 및 추모

  16:30~       민들레순례단 해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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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9월 19일 군산대명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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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월 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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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월 27일 서울 하월곡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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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1월1일 광주 송정리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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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대전 유천동 성매매매여성, 업주에 의한 폭행ㆍ

사망사건

<2008년 폐쇄 전 영업중인 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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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포항시외버스터미널부근 유흥업소 여성 자살사건 

■ 2010년 7월 7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A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2세 이모씨가, 상도

동 소재 원룸에서 천으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

■ 2010년 7월 8일 (목요일) 밤 8시

남구 대도동 소재 <B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6세 김모씨, 대도동 원룸에서 휴

대폰 충전기 줄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 

■ 2010년 7월 10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남구 상도동 소재 <A유흥주점>에서 숨진 이모씨와 함께 일하던, 23세 문모씨

가 대잠동 원룸에서 숨진 채로 발견.

■ 2010년 7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포항에서 숨진 32세 이모씨 밑에서 일했던 31세 정모씨가, 경주시 황오동 다

세대주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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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청량리성매매업소집결지에서 발생한 여성살해사건 



성매매없는 세상을 향한 평화행동
·



 2010 민들레순례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