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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
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

관련법

헌법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4조 제1항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형법 : 제242조(음행매개죄), 제288조(부녀매개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매매 범죄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임신중절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 알선 등
단순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위원회 구성 운영 여성폭력방지정보안내 여성권익증진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생활·복지 > 여성·가족 > 여성폭력방지 > 성매매성매매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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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의료ㆍ법률 지원
직업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자활지원

지원 방법 및 절차

상담소 및 지원시설을 통해 지원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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