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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업형 성매매사이트 중점심의 결과 발표

에 대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논평
 일    자 2018. 07. 10 

 담 당 자 문의 및 연락처: 정미례 공동대표(02-312-8297)

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
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 성매매 문제에 적극 대응하
면서 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구조, 지원, 상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권단
체입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 정보 중점심의 결
과’에 대해 본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냅니다. 

  
<논 평>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라!!

2018년 7월 9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
해 지난 5월 16일(수)부터 6월 8일(금)까지 실시된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
정보 중점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심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출장마사지를 
가장한 성매매사이트 총 187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으며 사이트 운
영자 검거를 위해 경찰 수사 의뢰’ 또한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방심위는 ‘대도시 중심의 전국적인 망’을 갖춘 기업형 성매매사이트를 중
심으로 접속 차단된 성매매사이트들은 ‘출장마사지’를 가장하여 각종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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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제공과 이용후기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특정 업소의 경우 
단속을 피하고자 여러 개의 도메인 주소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사이트를 운
영해 왔다고도 한다.

그동안 성매매알선 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알선창구로 
이용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이트를 바꾸거나 해외에 서버가 있어 적발이 어렵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수많은 성매매알선업체들을 양산해 온 상황에 뒤늦게나마 대응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적발업체들은 여전히 다른 도메인으로 
이동하거나 키워드만을 변경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광고와 홍보를 진행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
순한 접촉차단이 아닌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 나아가 경찰은 신속하게 수
사의뢰 된 사안에 대해 대응하여 적발된 사이트만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까지 강화하길 촉구한다.  
                   

2018년 7월 1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기업형 성매매사이트 중점심의 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