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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행위자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한다. 문헌자료 분석, 면담, 현장관찰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를 둘러싼 환경적 변화와 행위자 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

본다. 우선 도시화의 맥락에서 성매매 공간의 형성·변천 과정을 파악하고  

제도적 변화로서 여성정책과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 체계를 고찰한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역동적 관계를 분석

한다.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지역의 

환경 변화에 따라 성매매 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변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성매매 정책이 묵인과 관리

의 체제하에서 변동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매매 공간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략 한 세기 동안 수원역 집결지는 원도심에 위치해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변화되어 왔다.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통해  

시각적 소비가 이뤄진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특정하게 경계 지어진 곳

이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의 현장은 꽤 동태적이며 대도시의 특성을 지닌다. 

성매매 여성, 남성 이주노동자, 걸인, 택시, 현금의 흐름 등을 통해 도시에서 

나타나는 부유하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의 발전 맥락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관계의  

변화가 도래하였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정부와 지방차지단체      

(이하 지자체)는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여성단체의 역할에 주목

한다. 지방정부는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탈(脫)성매매 지원 사업과 정비 

사업을 논하고 있다. 수원시 정부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비교적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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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다. 원도심의 재활성화와 수원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논의하고   

있으며 더불어 집결지 폐쇄를 시장의 공약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체들

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류 여성주의 담론과 도시계획 담론이 맞물리면서 지

자체의 집결지 폐쇄에 관한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셋째 수원시 성매매방지 민·관 협의체는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부서와   

도시계획 부서, 여성단체, 경찰, 교육청 등의 행위자가 모인 공조체계이다.   

행위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비협조적인 관계를  

드러낸다. 지자체와 여성단체는 재개발의 방식에 대한 대립, 불법영업이익의  

몰수와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문제 등을 논쟁하고 있다. 시의회와 여성단

체, 여성정책기관은 주류 여성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성매매 종사자의 자활지

원 사업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성매매 관련 의제를 담당하는 의원들

은 여성주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종사자들은 성노동을 주장하며 집결지 폐쇄에 저항하고 있다. 이렇듯 성매매 

집결지를 둘러싼 행위자 간의 갈등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싸고 정비 사업의 적기

(適期)와 타당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행위자들의 협력 및 갈등관계가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밝힌다. 본 연구는 젠더 거버넌스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만들

고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주요어 : 사회적 관계, 젠더, 거버넌스, 도시정치, 성매매 집결지, 수원시

학  번 : 2015-2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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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004년 ｢성매매방지법｣1) 시행 이후 정부와 지방차지단체(이하 지자체)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관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각 지역에서 성매매 집결

지에 대한 단속 및 처벌과 함께 종사자의 탈(脫)성매매를 위한 보호 및 지

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방안으로 지자

체의 실정에 맞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TF(Task Force)팀을 구성해 ‘탈성매

매 지원 대책 마련’, ‘도시환경정비 및 재생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2) 이

러한 정부의 방침으로부터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성매매 방지 민·관 협

의체와 같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 혹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적 수준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성매매 공간의 변형을 주도하는 사회적 관

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성매매의 개념과 관련 정책의 변동에 따라 성매매 집결

지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사적으로 혹은 사회과학적으로 분석

하고 있다(김경미, 2008; 김애령, 2008; 김희식, 2011, 2012, 2016; 박정

미, 2011a, 2014, 2015; 서우석 외, 2016; 서정우, 2011; 오김숙이, 2008; 

오유석, 2009; 이나영, 2007, 2009; 이현재, 2008a, 2008b; 이희영, 2014; 

진양교, 1998). 특히 박정미(2011a)는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해방 이후 

1)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 시행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에 따라 인신매매범과 중간 착취자를 강력히 처벌

하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해 성매매 피해자를 구조·보호·지원한

다(김애령, 2008: 262). 이들 법령에 따르면 전자는 법무부가, 후자는 여성가족부

가 관련 부처이다.
2) “지자체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박차!”,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5년 3월 30일),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검색일 2016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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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한국 성매매 정책을 변동시킨 사회적 원인과 정책의 형태, 그 효과

를 논의함으로써 한국의 성매매 체제를 ‘묵인-관리 체제’로 명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일명 청량리 

588), 하월곡동 일대(일명 미아리 텍사스촌), 인천광역시 학익동 일대(일명 

끽동)와 숭의동 일대(일명 옐로우하우스) 등 한국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

지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거나 내부 행위자들을 통해 공간의 변형을 살펴보

고 있다(진양교, 1998; 오유석, 2009; 이희영, 2014; 김희식, 2011, 2012; 

서우석 외, 2016).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적 배제의 공간’으로 해석하고, 성

매매 종사자들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논의하고 있다(진양교, 1998; 서정우, 

2011; 김희식, 2016). 더 나아가 서우석 외(2016)는 청량리 588 지역을 중

심으로 사회문화적,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탐색하고 내부 행위자들

의 사회적 실천에 의해 매개가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성매매 종사자의 삶을 가까이에서 관찰하여 집결지에 대한 그들의 장소적 

경험과 거주공간으로서 장소성을 파악하고 있다(오김숙이, 2008; 이희영, 

2014).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경미(2008)는 성매매 집결지의 부분적 철폐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의 공동체와 장소가 사라지고 이러한 비자발적 이동을 

초래하는 재개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여성들의 일생을 들여다보

는 작업을 한 김윤희(2006)는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

된 ‘차이’에 주목하며, 인천 숭의동 옐로우하우스의 탈성매매 시범사업에 참

여한 여성들의 경험과 정체성을 담아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역사적 공간으로서 성매매 집결지를 분석함과 

더불어 내부 행위자들을 주목하여 다층적 권력과 저항을 재해석한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과학적 논의는 성매매 집결

지를 변화시키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긴밀히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성매매 집결지의 유지 및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주체들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에 관한 논쟁은 현재 도시 재개발과 도시 재생

의 패러다임 논의와도 맞물려 있어 도시 계획적 의미를 가진다. 실질적으로 

도시 공간에서 젠더 이슈가 논쟁적으로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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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본 연구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성매매 공간이라는 젠더 이슈에 대한 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학, 여성학, 지리학, 사회복지학 등 어느 학문의 분과에서

만 다뤄지는 것보다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6)에 따르면 경기도는 성매매의 확산과 분화가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성매매 집결지가 가장 많이 있지만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한다. 또한 여성인권과 도시재생 등 복합적 주제에 관

해 소통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수원시는 성매매 방지 민·관 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였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도시환경예정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도시환경정

비 사업과 탈(脫)성매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관련된 거버넌스의 연계를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본 연구는 성매매 공간을 성(sex) 거래가 이뤄지는 곳으로만 여기기보다 

성(sexuality)3)의 개념으로 이해하며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4)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성매매의 윤리적·도덕적 가치를 논하기보

다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된 거시적 환경 변화와 이해관계자를 탐색하고자 한

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성매매 종사자, 토지·건물 소유주 등 다층

적인 행위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담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

한다.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지역의 

환경 변화에 따라 성매매 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변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매매 집결지를 둘러싼 행위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젠더 이슈를 다루는 거버넌스 이론적 논의를 빌려 탐색한다. 구체적으

3) 성(sex)은 생물학적인 성의 구별이나 직접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며, 성(sexuality)

은 ‘성적인 것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적욕망, 실천들, 정체성, 이데올로기, 

제도나 관습 등에 의해 규정된 사회적인 요소들까지 포괄한다(양해림, 2003: 154). 

본 연구에서 섹슈얼리티의 의미를 지닌 성매매 공간을 용어를 사용하며, 정책적 논

의에서는 성매매 집결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4)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가 영업의 일차적이고 주된 목적인 업소들이 밀

집해 있는 일련의 연속적 구역 또는 지역을 의미하며(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전형적으로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업소가 모여 있는 집결지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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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를 둘러싼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 행위자들을 제시해 그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분석하고 젠더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한국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한 세기 동안 유지해온 성매매 집결지를 폐

쇄하는데 사회적 갈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수원

역 성매매 집결지를 둘러싼 어떠한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집결지 폐

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한국의 성매매 집결지 존폐 논쟁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적 

변화는 무엇인가? 도시화의 맥락에서 성매매 공간의 형성 및 변천을 탐색

하고, 제도적 환경으로서 성매매 정책과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의 변화를 논

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어떠한 

곳인가? 사회적 공간으로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수원역 성매매 공간에 대해 깊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자를 제시해 그들의 역할을 파악하고, 상

호작용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성단체, 언

론, 지역상인,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성매매 종사자 등 행위자 간의 상호작

용하는 역동적인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배경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성매매 공간의 

변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다. 더불어 젠더 거버넌스 관점

에서 성매매 공간을 탐색하여 도시 계획 및 정책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

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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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일대 성매

매 집결지이다. 이곳은 수원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다음과 같이 수원의 도

시사와 현황을 파악하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개괄하고자 한다. 

   (1) 경기도 수원시에 대한 이해5) 

우선 <그림 1-1>, <그림 1-2>를 참조하여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을 살펴

보고자 한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40여km 떨어져 있고, 경기도 중남부에 위

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용인시 수지읍과 기흥읍, 서쪽으로는 안산시와 화성

시 매송면, 남쪽으로는 화성시 태안읍, 북쪽으로는 의왕시와 접한다. 

<그림 1-1> 수원시 위치(자료: google earth)

5) 수원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된 「수원시사」를 통해 수원시의 역사와 지리적 

환경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이용되었다. 



- 6 -

수원은 서울과 남부 지방, 서해안과 영동 지방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결절

점으로 발달한 도시이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국도 1호선, 국도 

42호선, 국도 43호선 등이 도시의 주변 혹은 중심부를 지나고 있기에 확대

된 교통망을 갖고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 경부선과 수려선, 수인선 등이 

개통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 중반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개통되었고 이후 

서울과 수원시는 광역 대도시권이 되었다. 

<그림 1-2> 수원시 지도(출처: 수원시청)

  

수원시는 성곽도시이자 계획도시로 출발한 ‘역사적 관성’을 지속하면서 

해방 이후 행정 영역의 확대와 도시개발 과정을 통해 변화를 거듭해 왔다. 

조선시대 정조는 아버지 세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화성(華城)6) 건설을 추진

하며 1793년에는 수원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켰다. 1896년 13도제가 실

시되면서 경기도관찰부(도청)을 수원으로 이전되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한성이 경기도로 속하면서 경기도청은 한성으로 옮겨졌다. 1967년 수원으

로 다시 이전되면서 관련 기관과 단체, 연구소, 산업체 등이 들어섰다. 

6) 수원의 랜드마크(landmark)인 화성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

지만 1970년대 복원 후 1997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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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70년대 행정기관의 유입, 공업지역 지정 등으로 수원시는 성장 

수용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도시로 전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외연적

으로 확산되었다. 1980년대 택지개발과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1990년대 

중반 영통신도시가 건설되었고, 2000년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

되었다. 교통망의 발달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및 산업기관의 유입으로 인해 

수원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현재 수원은 팔달문을 중심으로 경기도청, 수

원시청 등으로 행정의 중심지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수원시는 녹색도시 건설 방안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팔달문을 중심으로 쇠퇴한 원도심에는 활력을 넣고

자 하며, 화성 유네스코 문화재 보호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단위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교통과 주거지 형성과 산업 

발전과 함께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지나왔다. 2016년 수원시 통계에 따르

면 수원시의 면적은 121,01 , 인구 122만5천명 이상이다. 수원시의 행정

구역은 <그림 1-3>과 같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로 총 4개 구이

며, 39개 행정동으로 구성된다.

<그림 1-3> 수원시 행정구역도(출처: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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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개괄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청소년위원회(2005) 등의 자료에서는 수원역 성

매매 집결지 주소(1999.7.19)를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253~259 일원으로 

변경되기 전 주소로 표기되어 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4-3 일대로 변경되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와 주변 환경을 현장관찰을 통해 탐색하였고, 그 내

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역 성매

매 집결지의 반경 1에는 민자역사(AK몰)인 수원역, 롯데백화점, 로데오

거리, 신설 버스환승터미널, 고등주거환경정비사업, 수원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그 외에 인근 지역에는 팔달산, 화성행궁, 경기도청, 수원시청, 군공항

(이전 예정) 등 다양한 시설이 분포해 있다. 

 

<그림 1-4>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위치

<그림 1-5>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성매매 집결지 내부와 그 주변을 살

펴보고자 한다. 6차선 도로인 덕영대로에서 일반통행 도로인 팔달구 덕영대

로 895번 길로 들어서면 성매매 집결지를 가로지르게 된다. 여성단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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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질결지의 길을 1라인과 2라인이라 편의상 구분하여 부르곤 하는데, 일

반통행로를 기점으로 주변의 업소들을 1라인이라 부르고, 집결지의 안쪽의 

골목길을 2라인으로 부른다. 일반통행로는 갓매산로 방향으로 이어진다. 수

원역 성매매 집결지로 들어서는 일반통행로 양변(1라인)에는 다수의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업소와 슈퍼마켓과 편의점, 주차장, 약국, 애견샵, 식당 등으

로 구성된다.  일반통행로에서 북서쪽(왼쪽) 골목길로 들어서면 한 두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2라인)에 성매매 업소가 밀집해 있다. 동남쪽

(오른쪽) 길에는 성매매 업소 외에도 여관, 모텔, 카바레, 유흥업소, 옷가게 

등이 있으며, 수원역 로데오거리 상권과 맞닿아 있다. 

<그림 1-5>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부와 인근(자료: google earth)

각 골목길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표지판과 길

바닥의 표식을 볼 수 있다. 일반통행로 끝 지점과 갓매산로가 만나는 골목

에는 과거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고 복합쇼핑

센터 tings가 2006년에 건설되었지만 아직 준공심사 전에 있으며 건물 주변

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일반통행로의 끝 지

점과 갓매산로 길에는 다문화 거리를 방불케 하는 중국어로 쓰인 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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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있는 식당과 상점이 분포해 있다. 집결지 건너편의 갓매산에는 다문화

경찰센터가 있다. 6차선 도로인 덕영대로와 닿아 있는 면에는 주차장, 여러 

일반상점들이 있다. 덕영대로에서 4차선 도로인 팔달로로 들어가는 방면에 

맞은편에는 고등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고, 집결지와 닿아 있는 

곳에는 10층 내외의 호텔과 오피스텔이 있다. 호텔 바로 옆에는 성매매 집

결지의 입구를 가리키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로 된 발이 쳐져있다. 수

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약 101개의 성매매 업소가 분포해 

있고, 약 200여명의 종사자가 있다(수원시, 2015). 현장관찰과 부동산정보사

이트, 수원시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을 때, 이곳 업소들의 건축물은 대부분 

20~30년 이상된 1-3층 주거지 혹은 무허가 건축물로 구성되어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다른 성매매 공간과 비교하여 특수성과 보편성이 

존재함을 밝힌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수성을 설명

하고자 한다. 첫째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수원시의 발전사와 함께하며 그

동안의 자본의 변화와 축적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수원시의 다른 성

매매 공간 보다 역사가 깊으며, 시대에 따른 성매매 공간의 변화를 탐구하는

데 적합한 곳이다. 둘째 거시적 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수원시 인구규모의 증

가와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대도시의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이 증대된 흔

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 안산시 다음으로 외국인 수가 많아 

인구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증가된 초국가적 도시(transnational city) 특성의 

면모를 보인다. 그리고 청량리 588 성매매 공간 연구(서우석 외, 2016)에서

와 다르게 성매매 업소의 주요 구매자는 내국인이라기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여타 성매매 집결지와 비교하여 연구 대상지에 대한 두 가

지 보편성을 설명한다. 우선 광주 대인동과 청량리 588의 성매매 공간에 관

한 연구(서정우, 2011; 서우석 외, 2016)와 같이 전형적인 유리방 형태의 업

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방에서 이뤄지는 성 거래뿐만 아니라 거리 성매

매(일명 휘파리), 여인숙에서 이뤄지는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 지역은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며, 대중매

체에 의해 ‘도심 한복판의 흉물’로 표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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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젠더 거버넌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성매매 공간의 변형과 

행위자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효과적인 연구 방법

을 활용하였다. 문헌자료,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및 전화, 현장관찰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수

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산책자(Flâneur)처럼 도시걷기’와 같은 현

장관찰을 하였고, 이해관계자들과 공식·비공식 면담을 진행하거나 전화를 

하였다. <표 1-1>에서 연구자와 교류한 대상자를 보여준다. 시정부의 도시

계획 부서 공무원(A), 여성정책 부서 공무원(C), 시의원(D), 여성단체 활동

가(F, G)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공식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

지를 관찰할 당시에 만났던 세 명의 지역상인(H, I, J), 순찰하는 경찰(E)과 

비공식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부분 면담에서 필기를 하였다. 

<표 1-1> 면담 및 전화 대상자(괄호 뒤 영문 알파벳 기호로 표기)

분야 당시 소속 인용표기 일자 비고

시정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A 2016.4.22 공식 면담

도시재개발과 B 2017.5.12 전화

여성정책과 C
2017.4.6 전화

2017.6.27 공식 면담

시의회 시의원 D 2016.5.19 공식 면담

경찰 서부경찰서 경찰관 E 2016.5.8 비공식 면담

여성단체
여성인권활동가,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
F, G

2017.3.24 공식 면담

2017.6.28 전화

지역민 지역상인

H

2016.4.13 면담

2016.5.8 비공식 면담

2016.5.19 비공식 면담

2017.3.24 비공식 면담

2017.6.27 비공식 면담

I  2016.4.13 비공식 면담

J 2017.3.24 비공식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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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찰을 나갈 때마다 지역상인(H)을 자주 만나 근황을 물어보며 이야

기를 나누었다. 연구자에게 지역상인(H)은 내부 관찰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

었다. 대략 1여 년 동안 대상지를 지켜보며 변화된 것을 파악하였다. 이후 

부족한 정보를 얻기 위해 또 다른 도시계획 부서 공무원(B)에게 전화로 문

의를 하였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활

동, 그리고 지역적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정책방침 등 문헌자료를 통해 중앙

정부라는 행위자의 입장과 역할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토지 및 건물 소유

주, 성매매 종사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그 입장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시

정부에서 파악한 것과 여성단체에서 아웃리치 활동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

였고, 현장관찰을 통해 정보를 구하였다. 

<표 1-2> 문헌자료 및 현장관찰

연구방법 연구자료

문헌자료

- 도시발전사(수원시사)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및 연구보고서

- 수원시 및 시의회 보도자료

- 시의회 소식지 및 의정활동 

- 전국 신문기사 및 지역 신문기사 

-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조례(안), 정비사업 방안

- 집결지 폐쇄 추진 관련 수원시 내부자료

- 연구 대상지 지도 및 건축물 정보

현장관찰 - 연구 대상지 걸어서 관찰

연구 대상의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수원시사편찬위원회에 의해 작성되고 

수원시에서 출간된 「수원시사」를 확인하였다. 「수원시사」는 총 20권으

로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과 수원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토박이, 이

주민, 여성, 노동자,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분)등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수원시사」 중에서 ‘제1권 수원의 지리적 환경’과 ‘제4권 수원의 정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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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지방자치’, ‘제8권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일부를 참고하였다.

성매매 집결지 관련 정부(주로 여성가족부)의 방침과 과제 등을 확인하였

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방향과 비교하였다. 수원시에서 제공한 성매매 집

결지 폐쇄 추진 관련 내부 자료를 통해 도시계획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 관련 수원시의 보도 자료와 경기일보, 수원일보 등 지역 신

문기사뿐만 아니라 전국 신문기사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

까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쟁점과 여론, 정책을 파

악하였다.

Walter Benjamin의 산책자(flâneur)의 방식7)이란 어느 특정한 목적 없이 

도시를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헤매는 것이다. Benjamin은 19세기 파리의 백

화점 아케이드에 주목하여 소비하는 환상적인 도시를 탐구하였다. 19세기 

자본주의 도시에서 대로변, 카페, 광장과 같은 새로운 소비 공간의 탄생으

로 산책자 혹은 만보객(漫步客)의 등장이 등장하였고, 그들은 이러한 도시

의 거리를 일상적으로 느릿느릿 거니는 행위를 하면서 익명으로서 배회하기

를 즐기며, 도시 내의 구경거리를 관음증적으로 바라보되 그것에 참여하지

는 않는다(Valentine, 2014: 280-283). 

McDowell(2010: 266-281)은 근대 도시공간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경험

과 자유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 그러한 젠더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한다. 당시 산책자(혹은 플라뇌르)와 같은 도시 관찰자는 새로운 남성 

인물형으로 대표되기도 하였다(McDowell, 2010: 267). 하지만 근대 도시

에서 백화점이라는 소비 공간에서 여성은 소비자로서 판매되는 이미지의 일

부가 되기도 하였지만 자유롭게 방문하는 해방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McDowell, 2010: 266-281). 

근대 대도시의 풍경을 즐기며 연구하는 방식을 토대로 한 산책자와 마찬

가지로 연구자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일대를 걸어 다니며 관찰하였다. 교

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빠른 걸음이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공간적 특징을 

7)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도시 속 공간과 미로들을 부유하는 걷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뒤섞임, 현대라는 환영과 환각의 등장 그리고 신화가 해체되고 

폐허화하고 부활하는 양상들을 꼼꼼히 읽어내고자 했다(김홍식, 2011).”



- 14 -

살펴보았고 그 공간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20대 

여성으로서 연구자는 수원역과 성매매 집결지를 거닐면서 익명성을 지녔지

만 눈에 띄는 존재였으므로 “몰입과 분리의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Valentine, 2014: 280-283). 또한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 대상지에

서 타자화된 자신을 발견하였고, 시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후각, 청각 등 

여타 감각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3. 논문 구성 

본 연구는 문헌자료 분석, 면담 및 전화, 현장관찰을 통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성매매 공

간이 형성·유지·변형되는 공간적 특성을 짚어본다. 또한 탈성매매와 집결지 

폐쇄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수원역 성매매 집

결지 폐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성단체, 토지 및 건물 소유주, 성

매매 종사자 등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방식과 협력과 갈등 관계를 탐색하

였다. 행위자들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도시정치에서 젠더 

거버넌스 함의를 제시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

매방지법 시행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를 추진하

고 있다. 최근 수원시는 성매매방지 민·관 협의체라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

였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도시환경예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탈(脫)

성매매 사업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략 한 세기 동안 수원역 인

근에 유지해오던 성매매 공간이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주체에 의해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젠더와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밝혔다. 

그리고 도시 연구에서 성매매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주의 담

론에서 성매매와 성노동에 대한 논쟁, 성매매 공간 관련 선행 연구를 다루

었다. 더불어 거버넌스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서 도시계획과의 연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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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 거버넌스 개념을 정의하였다. 게다가 젠더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젠더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론적 자원과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 3장 성매매 공간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에서는 한국 사회 맥락에서 성

매매 공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도시화 

맥락에서 성매매 공간의 형성과 변천을 재구성하고 성매매 집결지 현황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성매매 정책과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의 변화를 검토하

였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재구성하여 연구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길거리와 

시선, 이동 등의 소재로 파악해 사회적 공간의 특성을 찾아내었다.

제 4장에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된 행위자들을 제시하고 그들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토지 및 건

물 소유주, 성매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행위자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의 입장과 역할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제 5장에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라

는 집합적 관심사를 둘러싼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역동적 관계를 비판

적으로 논의하였다. 집합적 관심사가 관리되는 과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Healey, 2004: 254)되어 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에 대한 시기와 방향은 이러한 젠더 거버

넌스 체계와 관련 행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뤄지는 복합적인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그 한계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중앙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에서 젠더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젠더와 

도시연구에 대해 논지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아래와 같이 <그림 1-6>에서 

본 연구의 흐름을 도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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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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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자원과 선행 연구 검토 

  

1. 젠더와 공간

1) 젠더와 공간의 재구성

  

오랫동안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의 결과이고, 이러

한 생물학적 결정론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김현미, 2014). 그

러나 20세기 초 Simone de Beauvoir는 “여성의 본질과 실존”에 대해 질문

을 던지며, “만들어진 존재로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성찰을 도모하였다. 

다시 말해 고정된 “존재(being)”로서 여성이 아닌 과정적 “생성(becoming)”

과 연관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훈육되고 

사회화됨으로써 “여자가 되는 것”이다(김애령, 2010: 24).

기존의 통념에 맞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여성성과 남성성이 사회적으

로 구성된다는 의미에서 젠더(gender)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문화적 

구성물의 의미로서 젠더는 한 사회에서 기대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관

념이 신체적 차이로 인해 자동적으로 획득되기보다 특정 사회나 집단에 의

해 여성성, 남성성이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현미, 2014). 

이를 통해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한 개인의 위치와 정체성이 파악된다. 더 나

아가 젠더 개념을 이용하여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총체적 구조에서 발생

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Judith Butler의 「젠더 트러블」(문학동네, 2008)에서 섹스(sex)와 젠더

(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등을 논의하며 재해석하고 있다. 기존의 주

어진 ‘섹스’가 아닌 ‘섹스’와 ‘젠더’는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구별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Beauvoir의 혁명적인 문장인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에 대해서도 태어나고 만들어진 여성 주체, 몸과 정신을 

이분화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Butler(2008)는 Michel Foucault의 

논의를 통해 주체의 형성과정에서 작용하는 권력과 욕망이라는 문화적 담론

을 강조하였다.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에 가해진 규율 권력과 지배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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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젠더 정체성이 형성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Butler, 2008). 본 연구에

서도 젠더는 태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고 역사적으로 변화되는 의미에서 그 용어를 사용한다(이남희, 2013: 135). 

더 나아가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Gill Valentine(2014)은 ‘젠더’, ‘연령’, 

‘장애’, ‘인종’이 자연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한다. 여성정책에서 단순히 일반 여성만을 지칭한다면 큰 오

해를 불러오기 쉽다. 한 개인은 같은 조건과 상황에 놓여있지 않고, 어떠한 

‘권력 및 지배구조’에서 ‘인종’, ‘민족’, ‘국적’, ‘계급’ 등이 상호 교차하는 과

정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차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행위

자들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서로 다른 억압

과 지배의 시스템이 각각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차하고 결합하여 

구조화된 억압체제를 이룬다는 것으로 각 개인이 처한 억압과 지배의 국면

이 다층적이고 다면적임을 함의”한다(정현주, 2015: 294). 

이러한 젠더 논의에서 본 연구는 어떠한 접근방식으로 성매매 공간을 이

해할 수 있을까?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Doreen B. Massey(2015)는 공간-시

간이라는 틀 속에서 사유하기를 제안한다. “사회적 현상은 공간 ‘위’에서 일

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과 공간 모두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성

되며, 공간적인 것은 사회적 관계가 ‘확장’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다(Massey, 2015: 39).” 그에 따르면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집단은 공간의 

사회적 관계를 상이하게 경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공간

적인 것은 가로질러 교차하며 상호 관계적으로 배열되고 역설이나 적대적인 

것과의 관련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은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데 능동적인 역할”로 간주한다(Valentine, 2014). 

또한 공간은 물리적 환경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면의 사회적, 정치적, 경

제적, 문화적 구조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강미선, 2012: 25). Massey의 

논의에 이어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Linda McDowell(2010)도 ‘장소’는 사

회공간적 실천과 밀접한 관계에서 권력과 배제의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 다

양한 스케일로 규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몸이라는 스케일에서 국가

적 또는 지구적 스케일에 이르는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 상에서 장소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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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흐름과 상호작용들의 상호교차 지점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밝히

고, 젠더와 젠더관계의 물질적인 측면에 대해 탐구한다(McDowell, 2010: 

25-30).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논의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의 공간에 

대한 사유하기 방식을 본받아 사회적 관계로서 공간과 장소를 이해한다. 본 

연구는 확장된 의미에서 젠더와 도시 연구를 주제로 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성매매 공간을 둘러싼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고찰

하였다. 

2) 성매매 담론과 성매매 공간

   (1) 성매매 담론 

매매춘(賣買春)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지배적인 사회문화적 관점이 

전제되어 나타나며 그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원미혜, 1997). 매춘

은 성을 판매하는 경제적 행위 즉 성을 불특정 상대에게 금품을 대가로 판매

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것이 지배적이며, 매춘이 성을 파는 행위에 초점을 두

고 있기 때문에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 모두를 일컫는 매매춘 혹은 성매매로 

부른다(원미혜, 1997; 박정미, 2011a). 매춘은 법적 용어의 변천과 무관하게 

오랫동안 쓰여서 역사성을 갖고 있는데, 낙인을 깊이 배태한 사회인식이 담겨

져 있다(김숙이, 2015: 1-2). 그동안 여성주의 운동과 여성학계에서 매춘은 

몸을 파는 여성만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용어로 간주하며,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매춘 혹은 윤락이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바꿔 쓰고자 한다. 그렇지만 매

춘(賣春)에서 봄은 남녀의 성을 생물학적 본능으로 간주한 것이라기보다 남녀

의 정감이나 섹슈얼리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남녀의 섹슈얼리티를 

판다는 뜻으로 적절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경미, 2009: 184).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

권착취 문제로서 금지하고 피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등의 갈등이 있다. 

성노동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성매매는 성적 서비스 노동이며 생산수단을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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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갑희, 2009)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성노동의 생산과정은 육체노

동이 동반되는 쾌락생산이며, 서비스 노동으로서의 특징은 인간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라 말한다. 또한 성매매 근절은 생계수단을 빼

앗는 것이라 주장하며(이현재, 2006), 여성의 빈곤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성매매 집결지 철폐의 문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을 비판한다(김경미, 2008). 

성노동을 주장하는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재개발계획으로 인해 철거위기에 

놓인 집창촌을 둘러싼 갈등과 저항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기도 하였고, 여

성운동 연구에서 공간성을” 포착하였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집부, 2008; 

이현재, 2008a, 2008b: 재인용 황진태·정현주, 2015: 124).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며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방지법」을 

통해 성매매를 도덕적 악이나 인신매매와 직결해 근절하고자 하는 여성가족

부와 여성주의의 시각이 있다. 이나영(2009)은 성노동의 논의를 반박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매매를 가장 부당한 노동형태 중 하나”라고 파악한다. 

또한 성매매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불평등한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성/계급 재생산에 기여하는 체계”로 이해한다(이나영, 2009). 

실제 여성운동 현장에서는 성매매 근절과 합법이라는 측면에서 대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반대하는 성매매 종사자들과 

한터전국연합회, 성노동 지지자들은 집회를 열어 성매매 합법화와 성노동자

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8) 그렇지만 여성인권

단체들은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등을 젠더폭력으로 간주하며 ‘3·8 세계여

성의 날을 맞아 젠더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운동과 토론희(2017년 3월)’를 

개최하였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성매매 문제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젠더 불평등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성착취’임을 역설

하였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수·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수요차단’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였다.9) 

8) 이옥진, “이른 아침, 성매매여성 200명이 경찰서로 몰려간 사연은…”, 「조선일보」(2015년3월17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7/2015031701435.html [검색일: 2017년6월4일]
9) “생존을 넘어, 여성이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세상으로”, 「한국여성의전화 활동소식」(2017년3월16일), 

https://hotline.or.kr:41759/index.php?mid=news&page=2&document_srl=31108 [검색일: 2016년3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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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해 이분법으로 대립되는 갈등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

가길 바라는 국내 여성주의 연구가들이 있다. 이나영(2009)은 성매매를 “섹

슈얼리티의 단순한 교환관계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용가치 이

상의 사회적 실천과 제도, 체제”로 파악한다. 또한 그는 페미니스트 논의에

서 성매매 근절과 성노동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구

조적으로 욕망과 권리의 불평등한 배치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정

미(2011a)의 연구는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단지 개인의 정체성이나 은밀한 

욕망이 아니라 국제정치와 성매매 종사자들의 집합행동 등 “다양한 사회적 

힘, 다층적인 권력과 저항이 교차하는 장소”임을 밝혀냄으로써 평가받을 만

하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연구는 사회과학의 기본 범주들을 젠더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공/사 이분법을 비롯한 낡은 패러다임을 전복하고 연구의 

지평을 확대해 온 페미니스트 연구의 계보를 잇는다. 

   (2) 성매매 공간 관련 선행 연구 검토

한국 성매매 공간에 관한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역사적, 

사회적 접근 방식을 통해 성매매 공간의 형성·유지·변형되는 과정을 재구성

하여 그 공간을 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김희식, 2012, 2016; 박정

미, 2011a; 서우석 외, 2016; 서정우, 2011; 오유석, 2009; 진양교, 1998; 

홍성철, 2007). 이러한 연구들은 사라지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역사

적 흔적을 찾아내 사회적,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들은 주로 서울 청

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촌, 천호동 텍사스촌, 인천 끽동과 옐로우하우스, 

광주 대인동 등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진양교(1998)는 문헌자료와 

참여관찰을 통해 청량리 588을 분석하였으며 성매매 공간을 ‘차이적 공

간’10)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오유석(2009)도 청량리 588을 통해 성매매 공

간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구성물로 파악하였다. 

10) “차이적 공간은 권력과 지배 이데올로기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공간, 그러나 

사회규범과 제도권 속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며 늘 견제되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진양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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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공간은 여성들에게 포함적 배제된 일상적 거주 공간이며(김희식, 

2012, 2016), 포함적 배제의 권력에서 사적영역도 공적영역도 아닌 그 경

계에 있는 사이-공간(역공간)으로 해석(서정우, 2011)되었다. 서정우(2011)

는 광주 대인동 성매매 집결지를 현장관찰과 지역민과의 면담을 통해 집결

지의 지도 그리기를 시도하여 낮/밤의 성거래 구조를 파악하였고, 가부장적 

이성애 중심의 성규범을 정상화하기 위해 포함과 배제되는 작동방식을 통해 

벌거벗은 생명의 특성을 지닌 여성의 삶을 말하였다. 그렇지만 김희식

(2012, 2016)과 서정우(2011)의 연구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들과 직접적인 

면담은 하지 않은 한계점을 지닌다. 

성매매 공간의 주요 내부 구성원들인 성매매 종사자들의 삶과 그들의 장

소로써 성매매 공간을 해석한 연구들이다. 성매매 종사자들과 면담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성매매 공간의 장소성을 지니거나 정체성의 변화를 논의하였

다(김경미, 2008; 김윤희, 2006; 오김숙이, 2008; 이희영, 2014; 서우석 외, 

2016). 이희영(2014)은 용산역 집결지를 중심으로 성매매 종사자들이 찍은 

사진을 통해 공간과 장소를 분석하였고, 그들은 거주공간으로써 성매매 공간

을 이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의 생활양식으로서 하위문화가 존재함을 밝

혔다(오김숙이, 2008).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의 도시재개발 사업을 통한 폐

쇄로 인해 그들의 공동체가 사라지고, 비자발적 이동을 하게 되었다(김경미, 

2008). 정부의 탈(脫)성매매 시범사업을 통해 인천 숭의1동 옐로우하우스 종

사자들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를 보여주었다(김윤희, 2006).

성매매 공간에 대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성매매 공간의 소비문화와 이

데올로기적 배경에 대한 분석하고, 내부 행위자의 목소리를 담아낸 연구가 

있다. 서우석 외(2016)는 청량리 588을 중심으로 성매매 공간의 형성, 유

지, 변화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배경, 특히 이러한 과

정이 내부구성원들의 사회적 실천에 의해 어떻게 매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성매매 공간의 내부 행위자들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새롭게 생산된 

공간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주목하였다(서우석 외, 2016). 특히 내부 행위자

들을 통해 특정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성매매 

공간을 경쟁과 상품화, 세계화의 공간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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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현재 성매매 공간의 변형에 관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 행위자들의 관계를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집결지는 

탈성매매 지원 정책과 도시계획 정책이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맞물리는 

상황 속에서 놓여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의도적인 개

입을 통해 성매매 공간이 변형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도시에서 성매매 

공간을 둘러싼 새로운 거버넌스의 조직과 그들의 협력과 갈등 관계를 중요

하게 살펴보았다. 젠더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젠더 이슈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도시계획과 젠더 거버넌스 

    

1) 공간계획과 거버넌스

 

   (1) 공간계획과 거버넌스의 출현 

Patsy Healey는 「협력적 계획」(한울아카데미, 2004)이라는 저서를 통해 

계획을 하나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그는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복잡하고 동태적인 제도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거버넌스 활동으로 계획을 이해하였다. 다시 말해 모든 계획 활동

은 거버넌스 과정 및 상호작용의 관계와 연관된다고 주장하였다(Healey, 

2004: 15). 그는 도시변화의 역동성을 거버넌스의 정책이론과 결합할 필요

성을 인식하였다.

  현재 거버넌스의 전체적인 성격과 사회 권력 및 통제 구조, 그리고 절

차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국가에서

부터 연구되어야 한다(Pierre and Peters, 2003: 47). 현대 사회 공공계획에

서 다뤄지는 거버넌스를 논의하기에 앞서 거버넌스의 출현에 관한 국가와 

도시체계에서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본다. 대다수의 국내 선행논문에서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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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의 형성배경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부족하였다(최성욱, 2004). 이러한 

논의 없이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은 거버넌스를 이해

하는 데 큰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사회 변동 과정에서 거버넌

스의 출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맥락(context)과 상황(situation)은 중

요”하기 때문이다(Healey, 2004: 8).11) 

사회적·역사적 변화의 맥락을 시기별로 네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거버

넌스의 출현과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국면으로 서구 사

회에서 근대 국가와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의 맥락에서 정부와 사회 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중세 유럽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거치며 

근대 국가와 도시에 대한 통치와 관리의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16세기 이

후 서유럽에서 근대 국가의 건설과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 문

제와 통치성의 확보, 자본축적을 위한 사회·공학적 공간계획이 시대적 과제

로 부상하였다(전상인, 2017: 132). 근대 사회에서 거버넌스는 국가의 지배

구조 혹은 정부의 기능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였다(Healey, 2004: 254). 두 

번째 국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민주적 정부가 공

고화되었고, 이러한 정부는 보다 높은 위치에서 규제, 경제적 재분배, 그리

고 보다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역의 확대 등의 정치적 과업들

을 시작하였다(Pierre and Peters, 2003: 16-17). 20세기 초 미국과 스웨덴 

등의 정부는 “사회변화, 평등 및 경제적 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적법하며 도

전받지 않는 장치로” 보였다(Pierre and Peters, 2003: 16-17). 세 번째 국

면은 영국과 미국에서 대처와 레이건 시대로 설명되며, 민영화, 규제완화 

등 자유주의 대두와 신공공관리로 언급되는 시장중심적 철학의 도입이다

(Pierre and Peters, 2003: 17). 네 번째 국면은 1990년대 새로운 정부 모

델의 출현이 강조되고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며 좋은 정부, 권한 이양 및 분권화 등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Pierre and Peters, 2003: 19). 

11) Patsy Healey의 저서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 London: Palgrave, 

1997)은 발간 이후 제도적 맥락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으로 인해 한국어판

에서는 제도적 맥락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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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논의한 거버넌스의 출현 배경을 종합하면 거버넌스의 개념은 첫째 

서구 사회에서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생산과 전달전

략의 필요성, 둘째 세계화와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확산, 셋째 이러한 환경

변화에 직면한 전통적 행정 패러다임의 한계와 그 대안 모색 노력으로부터 

출현하게 된 것이다(최성욱, 2004: 242-243). 거버넌스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Pierre and Peters(2003: 80-101)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

의 재정위기, 시장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의 이동, 전지구화, 국가의 실패, 

신공공관리의 출현, 사회적 변화와 복잡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거버넌스는 

정부의 대안적 전략으로서 새로운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Healey(2004)는 거버넌스 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접근법과 장

소와 영역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둔 접근법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모

든 계획 활동은 거버넌스 과정 및 상호작용적 관계와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공간 및 환경계획은 한 장소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구축된 사회적 

과정이 된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계획과정은 기술적, 경험적 지식 및 

추론과 상호 연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계획 활동의 

모든 측면을 관통하는 다양한 가치에 대처할 수 있고 전문가들과 정부 관

료들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능동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이을 것이

다(Healey, 2004: 128).”

   (2) 거버넌스의 개념과 정의 

20세기 후반 거버넌스의 용어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유행어(catchword)로 

사용되었다(Kooiman, 1999: 68). “불명확성에서 벗어나 사회과학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Pierre and Peters, 2003: 15). 하지만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양한 방식과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았다(원숙연·박진경 2006; 

이명석, 2002; 최성욱, 2004; Kooiman, 1999; Pierre and Peters, 2003; 

Rhodes, 1996; Stoker, 1998) 기존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연구경향을 파

악해 거버넌스의 개념을 밝혀 개념화하고, 이념형(ideal type)을 제시하였다

(이명석, 2002; Kooiman, 1999; Pierre and Peters, 2003; Rhod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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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ker, 1998). 이러한 작업은 거버넌스에 관한 사고를 통해 현대 정치사회

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였다. 

거버넌스는 정부의 개념에 비해 “거버닝(governing)과 관련된 제도 및 관

계의 전체 범위를 포괄하는 수용력”을 지닌다(Pierre and Peters, 2003: 

15). 다시 말해 거버넌스는 정부와 동의어로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를 통치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거버닝의 과정, 규율의 변화된 조건 등을 

의미한다(Rhodes, 1996; 652-653). 궁극적으로 거버넌스는 규율과 집합적 

행동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Stoker, 1998:　17)

Kooiman(1999)은 일반적인 수준과 제도적인 수준에서의 거버넌스에 대

한 이론화 작업을 하였다. 그는 당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거버넌스의 개

념을 파악하였고,12) 사회-정치적(혹은 상호작용적)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기회의 창출, 제도적 

참여 등을 위해 공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적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모든 상호작용 방식이다(Kooiman, 1999).”

또한 Stoker(1998)에 따르면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찾아낸 

공통점은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버닝 형태의 발전

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

역에서의 참여가 거버닝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버넌스 시각에서 보자면 국가는 공적 및 사적 자원을 조정하는 일을 

통해 스스로의 힘을 더 많이 획득하고, “전통적·법률적인 이른바 ‘통제하는 

권력(powers over)’은 맥락적인 이른바 ‘부여하는 권력(powers to)’으로 대

체”된다(Pierre and Peters, 2003; 25-26). 이렇듯 거버넌스에서 비정부 행

위자들(non-governmental actors)의 강화된 영향력과 그 정도를 논의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Pierre and Peters, 2003: 51).13) 공공 영역으로 대변되

12) Kooiman(1999)는 Rhodes(1997)가 선행 연구 검토에서 명시한 거버넌스의 개념에 

관한 목록에서 추가하여 거버넌스의 정의를 나열하였다. 각 정의에서 나타난 몇 가지 

핵심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체계의 규칙과 자질, 2) 합법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3) 새로운 과정, 조정, 방법.
13) Pierre and Peters(2003)에 따르면 거버넌스 과정에서 비국가 행위자들(non-state 

actors)의 개입을 나타내는 적절한 용어를 개발하기 전부터 이들 행위자들은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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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와 사적 영역으로 대변되는 시민사회 간의 역할과 관계의 변화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인해 여러 개념의 거버넌스가 존재한

다. Rhodes(1996, 2000)와 Pierre and Peters(2003)가 제시하는 여러 분류의 

거버넌스 개념을 살펴본다. “① 기업 또는 국가의 감사, 투명성, 정보공개 등의 

절차를 강조하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②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③ 민간경영기법에 의한 정부 관료제 관리효율성 제고를 강조하

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governance), ④ 정부-시장-시민사회 간의 경계변화

를 강조하는 신정치경제(new political economy), ⑤ 단일권력 중심의 부재를 

강조하는 국제적 상호관계(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⑥ 사회-사이버네틱 

체계(socio-cybernetic system), ⑦ 네트워크(network) 등 일곱 가지를 제시”하

였다(Rhodes, 2000: 재인용 최성욱, 2004: 244).

Pierre and Peters(2003)는 거버넌스를 구조와 과정으로 분류하였다. 구조로서

의 거버넌스는 ① 계층제로서의 거버넌스(기본적인 법에 의한 거버넌스의 모델

인 베버의 관료제 모형), ② 시장으로서의 거버넌스(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자원

을 배분하는 메커니즘), ③ 연결망으로서의 거버넌스(국가제도, 이익집단 등 다

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정책연결망), ④ 공동체(공동체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 

등 네 가지를 살펴보았다. 위에 살펴본 네 가지 방식은 기본적으로 구조와 제

도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거버넌스를 과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

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다양한 의미에서의 거버넌스를 살펴보았다. 정책의 발전과 수

행을 둘러싼 수많은 행위를 기술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를 일반화하여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맥락화해야 

하고 특정 상황에서 묘사되어 질 때 유용하다”는 것이다(Pierre and Peters, 

2003: 100-1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적 맥락에서 거버넌스의 

의미를 파악하여 젠더 이슈를 둘러싼 거버넌스를 성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

과정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19세기 미국의 초기 경제 규제들 중 일

부는 ‘농부법’으로 불렸는데, 이것은 당시에 규제를 수용하는 농업관련 이익집단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ierre and Peters, 200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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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중앙정부의 차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젠더 이슈를 둘러싼 

거버넌스를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특히 성매매 공간을 둘러싼 

다층적 수준에서 거버닝과 사회적 참여를 살펴본다. 

  

2) 젠더 거버넌스

    

   (1) 젠더 거버넌스의 개념과 정의 

    

젠더 거버넌스의 개념은 성차별문제에 관한 젠더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다(경기도가족여성

연구원, 2016a: 24).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순히 여성의 경험과 관점

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젠더 관계를 밝히고 극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여성정책의 존재양식 그 이면에 작동하

는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양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원숙연, 2011).

본 연구는 젠더 이슈, 성차별적 이슈에 초점을 둔 정책 내용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젠더 이

슈에 대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젠더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젠더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 검토

조은(1996)은 1990년대 문민정부(文民政府)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참

여하여 ‘여성 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이하 10대 과제)’가 나오기까지 모

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10대 과제가 나오기까지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정책의 공론화가 갖는 상징성을 중요시 여겼다. 당시 여성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 개혁하고자 하는데 합의를 모으는 데 어려운 상황이

었다고 말한다. “사법이나 교육 또는 세제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개혁의 방

법에서 합의가 어려워도 최소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합의가 쉬운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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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언가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한 정책영역이라

는 점에도 수긍이 쉽지 않다(조은, 1996: 16).”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에도 ‘여성문제’를 화두로 앞세워 정책

을 내세우는 게 쉽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

으로 한 정책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거버

넌스라는 새로운 조정양식은 정합성(fitness)이 높다(원숙연, 2011: 4). 실제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과정에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행위주체로서 

여성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정책과정을 추동해 왔다고 평가되었다(원숙

연·박진경,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관련 정책은 거버넌스 분석을 적용

하여 조망한 연구가 거의 없고, 기존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정책의 

해석, 성격규명, 존재양식 등을 주목하여 연구되었다(원숙연, 2011: 4-5).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6a) 보고서에서 파악한 선행 연

구를 기반으로 두었고, 보고서의 발간 이후 출판된 연구를 추가해 검토하였

다. 기존 연구는 연구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째 젠더 거버넌스의 개념과 거버넌스의 젠더적 친화성에 관한 초기의 연구

이다(문순홍·정규호, 2000). 둘째 성 주류화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자

체에서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한다(김영주, 2012; 강현아, 2013; 

황은정 외, 2015). 셋째 정부와 여성운동의 역학관계로 본 젠더 거버넌스의 

문제를 고찰한다(신상숙, 2011; 정인경, 2013). 넷째 여성정책추진사례에 

있어서의 젠더 거버넌스 작동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원숙연·박진경, 2006; 

원숙연, 2011; 김재민, 2016). 다섯째 지역발전정책에 있어서의 성 인지성 

분석을 통한 젠더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김경희, 2009; 한국조직

학회, 2013; 조연숙, 2013; 김영정, 2015).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젠더와 거버넌스를 논의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영역에서 거버넌스를 연구하였고 더불어 지자체

의 여성정책을 다뤘다. 또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여성운동

과의 역학적 관계를 파악하기도 하였고, 지역발전 정책에 있어서 여성참여

에 관해 의미 있는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 덕분에 주변에 머물러 

있던 젠더 이슈가 전면으로 내세워져서 여성의 참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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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과 같이 중요하게 여길만

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원숙연·박진경(2006)은 젠더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시하고,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거버넌스를 네트워크 접근으로 분석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연

구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양태, 영향력 관계를 파악해 젠더 거버넌스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에 있어서 젠더 

거버넌스 구조는 여성단체의 영향력이 컸고, 여성의 세력화(empowerment)가 

젠더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논

의를 이어서 김재민(2016)은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에서 젠더 이슈를 어떤 방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는 서울

복지거버넌스의 준비과정에서 여성가족분야의 동등한 참여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해 현장의 이슈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다. 

또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6a)의 연구에서는 젠더 거버넌스가 작동하

고 있는 사례-행복중심생협 연합회,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금천

구 마을공동체사업 암탉 우는 마을, 일본 가나기와현 휴먼서포트 네트워크 

아츠기-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젠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젠더 거버넌스를 운영과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

원 방안을 도출한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도 실제 정책과정에서 구체적인 사

례를 통해 젠더 거버넌스의 함의를 드러낼 수 있다. 

 신상숙(2011)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젠더’와 마찬가지로 이론적, 실천적

으로 “상이한 입장들이 공존·경합하고 있어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 담론의 

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연구는 한국의 여성운동에

서 1990년대 젠더 이슈의 법제화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2000년대 거버넌

스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젠더 거버넌스로 협력을 하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관 협치의 의미가 퇴색해 버렸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한국에서 젠더 거버넌스 논의가 가능성을 파악하고, 한국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제도와 담론, 현장 등을 고려한 젠더 거버넌스 연

구를 진행해야한다는 것을 성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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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틀

본 연구는 젠더와 공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성매매 공간을 연구

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작업을 하였다. 위에서 논의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들의 공간에 대한 사유하기 방식을 본받아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공간을 

사회적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시 말해 성매매 공

간을 물리적 환경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정치적·문화적 구조에서 고려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맥락에서 성매매 공간의 폐쇄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표 2-1>에서 구체적인 분석 

대상과 그 내용을 정리하여 <그림 2-1>과 같이 분석틀의 도식을 제시한다.

첫째 성매매 관련 거시적 환경 변화로 제도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탐색한다. 특히 역사적 맥락에서 성매매 공간이 형성·유지·변형되는 공간적 

특성을 짚어보고, 성매매 정책의 변화를 분석적으로 검토한다. 더불어 지방

자치의 맥락에서 실질적인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 체계가 모색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둘째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나타난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성단체, 종사

자, 토지소유주, 지역민, 언론 등 다양한 참여자들은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를 두고 갈등과 경쟁, 합의 등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

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방식과 특성을 파악한다. 수원시 여성정책 부서와 

도시계획 부서, 여성단체, 경찰, 소방서,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성매매방지 

민·관 협의체라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이러한 행위자들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의 분석을 통해 젠더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젠더와 

도시정치에 대해 논지를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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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분석 대상 및 내용

구분 분석 대상 구체적인 사항

환경적 

변화 

물리적 환경
성매매 공간의 형성 및 변천, 

수원역 집결지의 특성

제도적 환경 성매매 정책, 지방자치의 발전

행위자

중앙 정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관련 기관 등

성매매방지

민관협의체

수원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재개발과,

여성정책과, 시의회, 관련 기관 등

여성

단체
한국여성의전화(수원지부)

언론 전국 신문기사, 지역 신문기사, 

내부 행위자
지역상인,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성매매 업소 종사자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방식

공문, 회의, 토론회, 연구회, 통화,

캠페인, 기자회견

인사의 이동

상호작용의 특성 협력과 갈등관계

<그림 2-1>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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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매매 공간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 

1. 성매매 공간의 변천 과정 

 

1) 성매매 집결지의 형성과 변천

한국 도시에서 원도심14)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와 함께 성매매 공간이 오

랫동안 위치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개항 이후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공

창제가 실시되었으나, 1910년 일제 강점기 본격적인 공창(公娼)제의 시행으

로 부산 중구 부평동과 인천 중구 선유동, 서울 중구 쌍림동 등의 일대(오

유석, 2009: 103)에 성매매 공간인 유곽이 형성되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공창제 이후 밀매춘을 하는 사창(私娼)여성들도 증가해왔고, 이들은 

대도시나 항구도시에 집결해 있다고 파악하였다.15) 또한 1955년 11월 29일

자 동아일보 3면에 실린 ‘무방비지대(無防備地帶) (5) 사창(私娼)’이라는 제

목의 기사와 그림에는 농촌에서 상경한 여성들이 남대문일대와 양동 주위를 

‘윤락의 현관문’이라는 성매매 공간으로 유인되는 것을 보여주며, 방지책이 

없는 정부를 비난하였다16). 

14) 도시 형성의 출발점으로써 기존 도심이며, 신시가지 개발과 원도심 쇠퇴현상 때문에 원

도심으로 명칭을 구분하고 있다. ‘중심시가지’, ‘구시가지’, ‘구도심’이라 불리기도 한다.
15) 해방 후 미군정은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1946년 5월에 

공포·시행하고, 1947년 11월 14일자로 「공창제도등폐지령」을 공포하였다. 1947년 10월 20일 

기준 서울 732명, 경상남도 총 600명(부산 450), 경상북도 221명, 경기도 115명, 전라북도 197

명, 전라남도 197명 등으로 전국 총 2,124명의 매춘여성이 있다고 집계되었다. 

출처: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602 

[검색일: 2017년 4월 3일]
16) 1955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동아일보에서 ‘무방비지대’라는 기획으로 교통사고, 강력범, 

아편중독, 실업자, 무임승차, 사창 등 당시 사회문제를 비판하는 기사를 열두 차례에 걸쳐 

연재하였다. “사창, 윤락의 현관은 남대문과 양동, 공창제 폐지는 빛 좋은 개살구(중략) 이렇

게 ‘인육시장’에 스스로의 몸을 팔게 되는 촌색시를 하루에도 수십 명(?)씩 받아 삼키는 암

흑의 거리사창굴 (중략) 그중에도 남대문일대와 양동주위는 서울역에서 나오는 무제한의 공

급(?) 남대문일대와 양동주위는 서울역에서 나오는 ‘윤락의 현관문’봉악동, 돈의동, 훈정동, 

묘동 일대가 서울서도 제일규모가 큰 소위 ‘서종삼’엣날의 색향 묵정동 일대 청진동 일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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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공간은 이미 공공연한 사창가로 위치해 있었

다. 1960-70년대 종로3가 일대의 사창가의 철폐를 위해 이른바 ‘나비소탕

작전’17)을 펼쳤고, 1968년 ‘종로3가 홍등가 정화추진 본부’를 설치해 환경

정비를 하여 당시 도심지 모범주택가인 재래식 와가(瓦家) 주택가로 변모를 

꾀하고자 하였다.18) 그러나 역설적으로 용산역, 영등포역, 서울역 등 46개 

집결지와 이태원, 의정부, 동두천 등 32개 기지촌을 포함한 특정구역에서는 

단속을 면제하고, 성병진료소에서 관리를 받고, 국가의 경제적 부양을 책임

진 매춘 여성들이 존재하였다(박정미, 2011a; 이나영, 2007). 미군주둔기지 

이전과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서울 미아리, 천호동 등 성매매 공간은 확산

되고 재구성되었다.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성매매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

는 1947년 미군정청의 「공창폐지령」 시행, 1961년 박정희 정권의 「윤락

행위 등 방지법」제정, 2004년 노무현 정권의 「성매매방지법」 등이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 매춘과 성매매 공간의 생산은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었다. 

단지 현재까지 성매매 공간은 ‘윤락지역’, ‘적선구역’, ‘기지촌’, ‘집창촌’ 등 

그 명명의 변화만 있을 뿐 도시 공간에 여전히 남아있다.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하여 대부분 언론에서는 성매매 집결지가 단속과 

처벌로 폐쇄되고 있지만,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말한

다. 또한 집결지 폐쇄에 대한 찬반 논쟁,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 재개발 논

쟁 등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2008년 9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19)에서 

태원동의 양공주 소굴 그리고 서울 역전 양동 만리동 일대의 사창굴 이외에도 얼 듯 눈에 

띠지 않는 주택지에 까지 널리 파급되어있는 ‘사창’의 무방비지대 (중략) 서울의 성년남자 

여덜 명에 창녀 한 명 꼴 (중략) ‘성’의 ‘무방비지대’에 아무래도 일대수술을 가하기 전에는 

사회는 악성균으로 큰 치명상을 입게 될지도 모를 일” 
17)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이 종로3가 뒷골목 사창가에 성매수자를 집중 단속해 사창가를 철

폐시키고, 전면 재개발을 하였다(손정목, 2003).
18) 1968년 9월 27일자 동아일보 3면, “그늘진「鍾三(종삼)」사창街(가)가 없어진다”, 

1968년 12월 14일자 경향신문 6면, “多難(다난)했던 생활속에 찾아본 68년의陽地(양지)(2)

鍾路(종로) 3가”
19) [성매매특별법 4년①] 세계가 주목한 성전의 빛과 그림자

[성매매특별법 4년②] 단속 비웃듯 음지에서 성업중인 성매매

[성매매특별법 4년③] 성매매 근절… 지속적 단속과 국민 관심이 필수

[성매매특별법 4년④ 르포] 집중단속에 상권 붕괴… 풍선효과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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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을 진단하며, 성매매 집결지 일명 “‘집창촌’이 몰락

의 길을 걷고 있지만 대딸방과 인형방 등 유사성행위가 새롭게 등장하고, 

안마시술소와 휴게텔,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성매매는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을 비웃듯이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여 “포스트 집창촌”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본 기사에서 인터

뷰한 관련 전문가들은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매매 여성들은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성매수자의 처벌이 가능하므로 신고수와 단속 

실적이 증가한 것이지 성매매가 심각해졌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하였

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장치와 지원 체계”

가 필요하고, “여성부, 노동부, NGO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성매매 여성들

의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 및 알선, 사회 적응, 심리 상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도시환경정비(재생)사업이라는 도시계획 수단을 통

해 성매매 공간을 소거(掃去)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는 새로운 공

간으로 변형되고 있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

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일명 미아리 텍사스촌), 용산구 용

산역 인근,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일명 청량리 588), 강동구 천호

동 423-200번지 일대(일명 천호동 텍사스촌) 등 성매매 집결지에서 도시환

경정비 사업을 통해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세워졌거나 계획 예정에 있다.20)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일대(일명 선미촌)에서 지자체가 성매매 업소 건물

을 매입하고 문화·예술인의 작업실이나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선미촌 문화 

재생 사업’을 진행해 시민이 모이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21) 게

[성매매특별법 4년⑤] 인터뷰-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조영숙 소장

[성매매특별법 4년⑥ 인터뷰]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

출처: 「조선일보」(2008년9월21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21/2008092100618.html?related_all 

[검색일: 2017년4월10일]
20) 우승민, “[취재현장] 사라지는 청량리 588과 남은 텍사스村”, 「뉴스포스트」 (2017년3월9일),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53595 [검색일: 2017년6월4일]
21) 박진호 외 3명, “7080 복고풍 거리와 공방·카페로 … 탈바꿈 중인 전국 홍등가”, 「중앙일보」

(2017년 2월 28일), http://news.joins.com/article/21321190 [검색일: 2017년5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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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파주시 대능리(일명 20포 마을)와 용주골, 부산광역시 감전동 일대에

서도 문화예술 거리, 복고풍 거리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강원도 춘천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시행해 근화동 786-35번지 일대(일명 

난초촌)를 철거(2013년)하였고 주차장 조성(2014년)과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2016년)을 설치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를 

2016년 9월에 공포해 같은 해 12월 시행하였고, ‘문화예술전시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22) 도시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의 형태로 변형되거나 문화예술을 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에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 성매매 집결지의 현황

여성가족부는 성산업 구조 및 성매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으로 

2007년부터 「성매매방지법」에 근거23)하여 3년 단위로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용역과제로 진행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는 비공개처리 되어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혹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 2010년,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성

산업 규모와 성매매 집결지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매매산업 규모는 약 7조원으로 

같은 해 한국 영화산업 매출인 약 1조 2천억 원의 5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

며,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한국의 1년 성매매 거래액은 

6조626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24) 전국 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 알선업소, 

임청, “전주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에 봄기운…문화·휴식 공간 움터”, 「연합뉴스」(2017년 3월 1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5/0200000000AKR20170315100900055.HTML [검

색일: 2017년4월10일]
22) 양승진, “자갈마당 폐쇄, 업주-중구청 입장차 못 좁혀”, 「영남일보」(2017년4월10일),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0410.0100807273

00001 [검색일: 2017년4월10일]
2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매매 실태조사)에 근거한다. 
24) 김기태, “"g영화산업×5 < 성매매산업"h”, 「한겨레21 제887호」(2011년11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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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성매매 업소, 인터넷 및 해외 성매매 거래액을 집계한 값이다. 규모면

에서 성매매 알선업체를 통한 성매매 액수가 5조4030억 원(81.6%)으로 비

중이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성매매를 일차 영업으로 하는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5765억 원으로 전체 성매매산업 규모 중 8.7%에 불

과하지만 적지 않은 규모이다.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25)에 따르면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의 수는 2002

년에 비해 69개소에서 44개소로, 성매매 업소 수는 2,938개소에서 1,858개

소(36.8% 감소)로, 종사 여성 수는 9,092명에서 5,103명(43.9% 감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매매 집결지는 

서울에서 용산역 일대, 전농동(청량리588), 영등포역 일대 등 6개 지역이며, 

부산 완월동, 범전동 300번지, 해운대 609 등 3개 지역, 인천 숭의1동(옐로

우하우스), 광주 대인동과 무등로, 대구 도원동(자갈마당), 전주 서노송동(선

미촌), 수원 고등동/매산동(수원역 부근) 등 전국 각지의 45개의 지역에 분

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그림 3-1>에서 제시된 춘천 난초촌은  

2013년 해당 집결지를 대상으로 성매매피해여성지원 조례가 시행되며 폐쇄

되었다. 따라서 현재 총 44개의 지역에 성매매 집결지가 분포해 있다. 대부

분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도심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0837.html [검색일: 2017년4월10일]
25) “2013년 ‘성매매 업소 집결지 실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조장 실태, 성구매 사범

과 일반남성들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등의 내용’을 심층면접·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실태조사(국가 미승인 통계*)를 하였다. *국가미승인 통계란 신뢰성과 정확성 등의 

한계가 있어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통계임.” 

출처: 여성가족부 2014년 9월 30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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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전국 44개 성매매 집결지 지도

(그림 출처: 한겨레21 제887호, 자료: 여성가족부 2013 성매매실태조사)

2. 성매매 공간의 제도적 환경

    

1) 성매매 정책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가 공론화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짚어본다. 

한국의 성매매 정책은 해방 후부터 60년간 변형과 재생산되며 ‘묵인-관리’

의 이중 구조(박정미, 2011a)로 파악된다. 특히 성매매 제도의 역사적 전환

점은 일제 강점기 공창실시, 미군정의 공창폐지, 박정희 정권인 1960-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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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산업화의 발달에 따른 1980년대 이후, 2000년 군산대명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의 시대별로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국

가 개입과 주도(정미례, 2007)로 진행되었다. 

일제 강점기 조선 사회에서 1916년 「유곽업창기취체규칙」을 통해 공창

제도가 도입26)돼 유곽에서 매춘의 합법화가 이뤄졌다. 조선 사회에서 공창

제를 통해 성병 전염을 막고, 성폭력으로부터 양가규수를 보호할 방편(송연

옥, 1998)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일제는 매춘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 성병

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자-피고용자라는 근대적인 계약관계27)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인신매매를 부정하였다(송연옥, 1998). 일제는 ‘안전하

고 근대적인’ 산업의 형태로 매춘업을 이식(이정희, 2008)하였다. 또한 조선 

사회에서 공창제는 식민지 지배를 사회적, 정치적 차원으로 떠받치는 제도

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로 확대 및 변질하게 되었다(송연옥, 1998). 

독립과 해방 이후 1947년 「공창제도등폐지령」으로 공창제도가 폐지되었

다. 그러나 미군정으로 인해 미군 부대 앞 유흥업소 및 성매매 업소가 모여 

있는 기지촌이 형성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도 미군부대 확산으로 기지촌

이 활성화되었다. 1955년에서 1988년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성매

매관광정책이 기지촌의 발원으로 이어졌다(박정미, 2014). 특히 1960-70년

대 외화획득을 통한 국익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국내에서도 관광산

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도록 하였다. 유엔군 군인들이 국내에서 달

러를 소비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미군의 오락기능

의 핵심을 ‘술과 여자’로 대신하였다(김희식, 2016; 박정미, 2014). 「관광사

업진흥법｣,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을 통해 주세 및 유흥음식세 

면제하거나 접객 여성에 대한 서비스 교육 그리고 성병 검진을 실시해 성

매매를 규율하였고, 이러한 구조는 세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

지 지속되었다(박정미, 2014). 

26) 일제 공창제의 도입과정에서 1908년 경시청령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이 

발포돼 기생들은 의무적으로 기생조합과 권번에 소속되어야 했다. 
27) ‘대좌부(貸座敷, 가시자시키)’는 성판매가 공인된 여성인 ‘창기(娼妓)’에게 방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데, 현실에서 대좌부는 임대뿐만 아니라 창기를 고용하고 인신

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매매 업주였다(박정미, 2011b; 송연옥,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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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과 함께 성적 서비스 문화28)를 활용하면서 성산업의 

증가로 이어졌고, 자금 회수가 빠른 고이윤 부가가치 산업이자 지하경제의 

부정한 자금들의 도피처로 부상하였다(엄혜진, 2006). 1980년대 자본주의 사

회구조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의 연관을 통해 서비스직의 여성노동은 성의 

상품화가 이뤄지고 있었다(강영수, 1988). 특히 88올림픽과 IMF이후의 민생

고 문제 및 내수침체 개선과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위생업소, 유흥향락업소 

설치기준과 종업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되었다(정미례, 2007). 

2000년과 2002년 군산에서 성매매 집결지와 방석집에서 두 번의 화재참

사로 인해 “여성의 감금과 고립상태에 있던 여성의 삶을 날 것 그대로”를 

사회에 드러냈다(신박진영, 2014).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화두에 오르며 성

매매에 대한 법제도의 국면전환을 맞게 되었다. 인권과 여성에 대한 폭력, 

성산업의 수요 차단의 관점으로 접근(정미례, 2007)하게 되어「성매매방지

법」 제정되었다. 성매매 종사자를 과거 ‘윤락녀’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으

로 간주하여 지원 및 보호해야하는 차원으로 변화되었고, 성매매 알선행위

자에 대한 처벌하도록 규정되었다. 

최근 각 지자체는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2013년 춘천시 난초

촌을 대상으로 “춘천시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지원 운영조례”를 시작으로 대

구광역시, 아산시, 전주시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생계유지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

한다.29) 집결지 폐쇄를 두고 성매매 업주 및 종사자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28) 접객을 빙자한 성매매 서비스산업를 말한다.
29)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제정)2016.12.21 조례 제 4913호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

치·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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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성인권운동에서는 성매매 알선 처벌 및 불법수익 징수를 주장하며 

논쟁하고 있다. 

<표 3-1> 시대별 성매매 집결지 관련 법제도

시대 성매매 관련 법제도

일제식민지~

해방 전·후

(1910년-1949년)

1916년 유곽업창기취체규칙

1947년 공창제도등폐지령

한국전쟁~

박정희 정권

(1950년-1979년)

1957년 전염병예방법시행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1962년 식품위생법

1968년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대책

88올림픽 시대

(1980년-2000년)

19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전면개정

1997년 청소년 보호법

현재

(2001년-2016년)

2004 성매매 특별법

2013년 춘천시 성매매피해여성지원 조례

2016년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등의자활지원 조례 

2017년 아산시 성매매피해여성등의자활지원 조례

2017년 전주시 성매매피해여성등의자활지원 조례

2)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

성매매와 같은 젠더 이슈를 다루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지를 전개하기 위

해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전의 정부에서 성매매를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았

다. 거버넌스의 전체적인 성격과 사회 권력 및 통제 구조, 그리고 절차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거버넌스 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국가에

서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Pierre, Peters, 2004). 성매매 방지

와 여성을 위한 거버넌스의 발전과 함께 여성운동을 검토하였다. 

정부에서 성관광업을 추진하면서도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년)을 시

작으로 매춘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행해졌다.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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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한 것은 선도보호시설(전신 부녀직업

보도소/직업보도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원(전 부녀상담원)의 설치 운영하는 

것 위주였다(장필화, 2003: 12). 1980년대 이후 부녀복지 혹은 요보호여성 

중심에 머물렀던 여성정책은 남녀고용상의 평등과 국가정책기구의 신설(여

성부, 여성가족부)로 발전되어왔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1984)’, ‘여성발전기본계획(1985)’, ‘남녀차별

철폐협약(1985)’을 채택하였으며,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

에서는 성주류화(Gender Main Streaming) 전략을 반영한 여성정책담당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3년 국무총리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고30), 

1988년 정무(제2)장관실,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의 설립으로 이어지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시행되었다(이선민, 2016). 여성발전기본법(1995)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촉진법 

등이 만들어져 여성의 경제참여를 지원하였다(윤선영·신영진, 2013). 

1990년대 젠더 이슈의 법제화에서 여성운동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신상숙, 

2011). 2000년대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젠더 거버넌스로 협

력을 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관 협치의 의미가 퇴색해 버렸다는 비판

의 목소리가 있다(신상숙, 2011). 그렇다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세워진 여

성정책의 기반을 살펴보았다.31) 14대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1993~1998

년) 시기32)에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여성 관련 법 제정과 개정에 적

극적으로 임하였다. 당시 유엔 차별철폐협약과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등으로 인해 국제적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15대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

령 (1998~2003년)33) 때에는 여성특위를 설치한 데 이어 여성부를 만들었고,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 5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뒀다. 여성정책에 처

30) 또한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 전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여성개

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원하였다.
31) “7대 사건으로 본 참여정부 여성정책 4년 성적표”, 여성신문(2007년2월23일), 

http://www.womennews.co.kr/news/32722 [검색일: 2017년6월4일]
32) 1993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1994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996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33)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 설치,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 제정(직장 내 

성희롱 조항 신설), 2001년 여성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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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성인지적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16대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2003~2007년)34)은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최고의 업적

으로 평가받고 있다. ‘돈 안 드는 여성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것도 성과다. 다만 보육 위주의 여성정책이 추진되

고 있고, 여성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그림 3-2> 성매매 관련 공론화·제도화

 

1970년부터 현재까지 성매매 관련 운동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첫째 한국

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생관광반대운동과 인신매매반대운

동, 둘째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쉼터와 한소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성매매여성인권운동, 셋째 성매매를 여성주의적 접근으로 하고 있는 매매춘

문제해결을위한연구회의 성매매반대운동과 여성학에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

다(민경자, 1999: 291).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전국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및 수요차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성평등 정책의 이행 촉구와 차별금지법35) 제정을 

위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34)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2005년 민법 개정-호주제 폐지, 2005년 여성가족

부로 확대 개편, 2006년 성인지 예산제도 등 도입.
35)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국가, 민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

평등을 넘어서 평등과 인권한 사회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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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1)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형성과 변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과거 수원역과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 의해 발달

되었다. 수원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동시에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

였고, 수원역 주변에는 일본인들의 신시가지가 형성되었다(김백영, 2014). 

수원역 집결지의 역사를 1960년대(수원시의회, 2016)로 추측하기도 하지만 

일제 강점기 유곽이 존재하였을 것(홍성철, 2007: 305-308)으로 추정한다. 

일제 강점기 수원 남문에서 수원역 앞까지 이어지는 매산동 일대에 일본인

들이 많이 살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기생집 혹은 일본인을 상대로 하는 

유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홍성철, 2007: 305-308). 

  1919년 3월 29일 수원 기생 김향화를 주도로 수원예기조합 소속 약 30

여명이 건강검사를 받으러 가던 도중 자혜의원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

다(이동근, 2014: 105-106). 수원 기생부는 남문 인근 남수리(현 남수동)에 

있었고, 1938년 권번의 기생수가 예년에 비해 20여명 증가해 50여명에 이

르고 1년간 소비된 유흥비는 15만2천144원이나 됐다.36) 일제 강점기 수원

에도 기생의 성매매나 대좌부 영업 등 성매매가 성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다(홍성철, 2007: 305-308).  

한국전쟁 이후 협궤열차인 수인선과 수려선이 수원역을 잇던 시절인 

1960-70년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집결지의 형태가 되었다.37) 경기도내 

인구의 증가로 다방이 생기고 댄스의 유행, 윤락여성 등을 도처에 볼 수 있

었고, 1976년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도시 발달과 함께 다방과 

음식점, 여관 등 향락업소도 급증하였다(홍성철, 2007: 305-308).

“1976년 개설된 매산로 1가 시외버스터미널이 규모는 당시 그대로이나 이용차량과 승

36) 남경우, “수원기생들이 3·1운동 앞장… 경찰서 앞에서 “만세””, 「수원일보」(2008년9월1일),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93, [검색일: 2017년6월10일]
37) 이정하, “구호뿐인 ‘성매매집결지 정비’” 「수원일보」(2010년7월21일),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57 [검색일: 2016년5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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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크게 늘었고 40개 노선 5백여대에 하루 1만명으로 이용객이 크게 증가, 이를 수

용하기에는 비좁은 실정(1985년 11월 8일, 경인일보 기사 발췌)”38)

더불어 1976년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개설되고 1985년까지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수원시 도심에 있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로 

인해 이곳은 유동인구가 매우 많고, 교통체증도 심각한 곳이었다. 덕분에 

주변 상가와 유흥업소, 성매매 집결지 또한 성황이었던 시기였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일반통행로에서 상점을 운영 중인 H씨와의 면담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H씨는 1988년부터 이곳에서 상점을 운영하였다. 

1980년대 당시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서 활황이었고, 고등동 동네 주

민들도 많아서 장사가 잘되었다고 한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정점으로 해서 바글바글 했다니까요, 칼국수, 족발집도 있고.” 

-지역민(H)

그러나 1985년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관한 논의를 하며, 1997년 

이전사업의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의 신축이전 추진

과정에서 특혜의혹 논쟁39)과 공사로 인한 집단민원40)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

다. 수원시외버스터미널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복합상업시설을 개발하

고자 하였으나 2006년 완공된 후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합상업시

설인 거대 건축물만 덩그러니 놓여있게 되었다. 지역민(H, I, J)과의 면담에서

도 복합상업시설은 10여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집결지 인근에는 고등동 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인해 상권이 더욱 침체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더불어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함께 이곳 집

결지는 경찰의 단속강화와 재개발사업의 논쟁으로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 

38) 김경호, “터미널부지는 터미널용도로 사용하라”, 「수원일보」(2002년3월25일), [검색일: 2016년4월10일]
39) “긴급점검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92% 상업시설 의혹크다”, 「한겨례」(1997년8월5일), [검색

일: 2016년4월10일]
40) 정숭환, “집단민원,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중부일보」(2000년7월18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12 [검색일: 2016년4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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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잘 안 되고, 담배를 주로 판다.” -지역민(I)

“여기서 가게를 받아서 장사를 오랫동안 했다. (시에서) 복합상업시설이 생길 때도 무

엇으로 이용할지 의견을 묻고 갔었는데, 잘 전달이 안 된 거 같다. 설문조사하는 거라

면 위에다가 전달을 잘 해 달라. 그런데 요즘에는 장사가 잘 안돼서 아가씨들 외상을 

해주기 힘들다.” -지역민(J)

과거에 비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상권이 위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

히 변화하고 있고, 개발 압력으로 지가(地價) 또한 낮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H씨에 따르면, 수원역 AK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들어올 때도 상권위축

을 우려해 반대를 많이 하였었다고 한다. 주변 재개발로 인해 이곳도 평당 

일천만원을 받는다는 소문도 있다고 한다. 또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와 그 

인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중국교포, 중국인의 유입으로 상가가 운영되고 있

고, 성매매 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먹자골목, 미용실, 잡화점, 옷가게, 산부인

과가 있다. 여전히 성매매 업소들도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와 달리 

2017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는 정비사업 중인 청량리 집결지에서 이동

해 온 성매매 업소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수원역 성매매 공간은 멀리서보면 

과거부터 그대로 멈춰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환경적·제도적 

변화에 따른 일상적 차이가 존재한다. 

2) 사회적 공간으로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1) 길거리: 유리방,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여성에게 밤길은 곧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한다. 통계적으로 여성

은 가정폭력의 위험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대중매체에서는 공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히 성범죄를 강조함으로써 거리를 위험한 장소로 

인식하도록 조장한다(Valentine, 2014: 219-221). 밤에는 시야가 좁아지고 

거리에 빛이 어둑어둑하면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간혹 등골이 서늘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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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낮과 밤이라는 시간적 요소뿐만 아니라 “누가 공간을 점유하고 통

제하는 가에 따라 여성들이 거리에서 두려움을 인지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Valentine, 2014: 219-221). Valentine(2014)의 논의를 이어서 

설명하면, 두려움은 무질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건물에 그려진 낙서, 거리

의 쓰레기, 한 무리의 젊은이들, 거리 노숙인 등을 마주치면 통제되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만약 자신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누군

가의 개입으로 도움을 받을 확신이 낮아지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성매매 집결지라는 공간에서 두려움, 낯섦 혹은 익숙함을 인지할 수 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일반통행로와 좁은 골목길 양옆에는 낡은 건물외관

에 간판 없는 저층형의 상점이 여러 개 붙어있다(<그림3-3>, <그림3-4>). 

깨끗하게 닦인 상점의 유리창 너머에는 높은 구두와 긴 바지 혹은 치마를 

입고, 가슴을 내놓은 모습의 여성들을 볼 수 있다. 특히 투명한 유리창 너머

에 붉은 불빛이 밝혀져 밤 풍경을 이룬다(<그림 3-3>). 수원역 집결지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매매 집결지에서는 큰 유리창에 전신을 드러내는 유리방 

매춘(window prostitution)으로 그 자체가 시각적 소비의 대상이 되고, 이러

한 형태는 성매매의 글로벌 표준처럼 확산되어 성산업의 ‘맥도널드화’를 보

여준다(서우석 외, 2016: 124).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도 여타 성매매 집결지

들과 비슷하고 익숙한 풍경이다. 골목길에 있는 상점의 붉은 불빛만 보아도 

성매매 공간을 연상할 수 있다.

<그림 3-3> 수원역 집결지 (밤) <그림 3-4> 수원역 집결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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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자처럼 대상지를 무심하게 또는 유심히 살피며 걸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들어서는 길목 곳곳마다 ‘청소년출입금지구역’, ‘청소년통행금지구

역’이라는 표시가 있다(<그림 3-5>, <그림 3-6>). “통행금지시간: 24시간 

청소년유해지역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합니다”와 같은 경

고의 문장이 적혀있다. 1997년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수원역 성

매매 집결지는 1999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41) 

이러한 표지판을 통해 이곳은 지나갈 수 없는 곳, 금지된 곳, 부정한 곳

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성매매 공간은 도시에서 경계 짓기 대상이 되는 공

간이다. 만약 누군가 이 표시를 보고 ‘통행금지’라고 인식한다면 머뭇거리거

나 발길을 내딛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수원 로데오거리와 수원역에서 마주

친 사람들은 성매매 집결지로 이어지는 길까지 잘 들어서지 않는다. 특정한 

이유 없이 이곳을 지나가지 않는다. 혹자에게 성매매 집결지로 들어서는 길

목은 막다른 길로써 돌아가야 하는 곳일 것이다. 

<그림 3-5> 청소년출입금지구역 표시 <그림 3-6>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

근대화·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시에는 새로운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모더니티 건물들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전깃줄로 복잡

하게 얽힌 전봇대, 아무렇게나 배치된 간판, 낡은 건물, 지저분한 좁은 거리이

면서 더군다나 집결지와 같은 특수한 공간을 지나간다면 두려움을 자아낼 수 

41) “수원 고등동등 7곳 '청소년 통행금지' 경기도 7월 1일부터”, 「동아일보」(1999년3월6일), 

[검색일: 2016년4월10일]



- 49 -

있다. 성매매 업소에서 이를 간파하였는지 확실치 않지만 집결지의 한쪽 벽에

는 민트색 페인트가 칠해져있고 그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그림 3-5>). 

<그림 3-7> 수원역 집결지의 진입 방향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가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그림 3-7>을 통해 보면 하나는 백화점, 전철 혹은 기차를 이용

하는 사람들로 복잡한 수원역을 지나오는 길, 두 번째는 음식점, 각종상점, 

카바레, 모텔 등 밀집해 있는 수원 로데오 거리와 중국 음식점과 중국어로 

적힌 간판이 있는 상점들을 지나오는 길, 세 번째는 수원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고등동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을 지나서 오는 길

이 있다. 각각 방향에서 성매매 집결지에 근접하면 그 이전의 길과 상반된 

풍경을 살필 수 있다. 각종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와 광고 전단지, 

수많은 사람들로 매우 혼잡하고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는 반면에 여인숙과 

모텔이 있는 골목길과 고등동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의 공사판,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복합상업시설 등의 방향에서 성매매 집결지에 근접하면 한산하고 

조용하며 약간의 아늑함을 마저 느낄 수 있다. 

골목길은 여러 가지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다. 일차적인 기능은 통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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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곳의 목적으로서 통행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전상인, 2017: 101-102). 

골목은 집과 세계를 잇는 매개공간으로 그곳의 기능은 놀이터, 휴식처, 문화

공간, 학교,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공연장, 수다와 소문의 무대, 심지어 동

네 지킴이라는 숨은 기능도 갖고 있다(전상인, 2017: 101-102). 수원역 성

매매 집결지에서도 골목길의 기능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혼자서 진입하

기 힘들었던 성매매 집결지의 좁은 골목길을 지역상인(J)을 따라 들어가 볼 

수 있었다. J씨는 1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였기에 성매매 종사자들과도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며 지나갔다. 지역상인(J)이 종사자들에게 연구자를 특

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구자가 좁은 골목길에 오래 머물렀다면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좁은 골목길에는 두 세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고 길 양 옆

으로 업소들끼리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다. 여성단체 활동가(F)에 따르면  

일반통행로에 있는 상점(1라인)에서 만난 종사자를 이곳 골목길(2라인)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업소 내에서 도주로를 확보하기 위해 연결된 길

이 있다는 것이다.

이곳 성매매 공간은 누군가에게 집터, 일터, 놀이터 등의 의미로 여겨지

는 곳이다. 매산동에서 집결지와 인근에는 고시원, 여인숙, 모텔, 아파트, 카

바레, 약국, 음식점, 애견샵, 편의점, 주차장, 옷가게, 개인병원 등 주거와 

상업 공간이 분포해 있다. 특히 종사자들 가운데 몇몇은 업소에서 생활한다

고 한다(지역민(H)과 여성단체 활동가(F)). 성매매 공간에서 그들의 집터와 

일터는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교차되는 곳이다. 이렇듯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합법과 불법, 공식과 비공식 등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간이기도 하다. 

   (2) 시선: 시각 헤게모니

시선(視線)은 ‘눈이 가는 길 혹은 눈의 방향’을 의미하며 시각을 통해 인

지할 수 있다. 시각은 서구의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 중 하나였다. 현

재 일상생활에서도 시각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새로운 지배

방식이나 통치기술 및 자본축적 수단으로서 시각 헤게모니를 활용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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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특히 “공간의 영역에서 시각 중심주의는 시선의 권력화 및 자본

화”로 이어졌다(전상인, 2017: 142). 일반통행로와 복합상업시설 부근에는 

<그림 3-8>과 같이 종종 경찰차 한 대가 대기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

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들어서는 길목에 세워둔 경찰차는 이곳을 감시

하고 단속한다는 일종의 경고이며, 그 길을 지나가거나 성매매를 하는 사람

들로 하여금 경계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림 3-8> 복합상업시설 앞 경찰차 <그림 3-9> 고등동주거환경정비구역

  

현장관찰 당시 인근 파출소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순찰을 도는 모습을 

몇 차례 발견하였다. 순찰을 도는 경찰 두 명은 일반통행로에까지 걸어 들

어왔다. 경찰들은 외국인 남자들이 불법체류자(미등록체류자)42)가 아닌지 

확인을 위해 외국인 등록증을 검사한다.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인터뷰에서도 

경찰이 단순히 순찰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나갔을 때 경찰을 본 적 없다. 불법체류자(미등록체류자)만 검사하고, 단속은 

나가기는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같진 않다. 서부경찰서가 

관활인데, 항상 존재하던 곳이라서 단속만하고 잡으려고 하기 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복합상업시설 근처에 경찰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기는 하다. 

‘경고’라고 서 있으면 왠지 외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안 들

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요. 중국인 거리와 수원역 방면으로 

기동경찰서가 돌고, 집결지를 도는 경찰은 경기청이니까, 집결지 단속을 하려 하지는 

42) 본 연구에서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용어를 미등록체류자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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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불법체류 관련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 같아요.” -여성단체 활동가(G)

“지금은 수원서부경찰서 관할인데, 팔달경찰서가 생기면 여기는 팔달구 소관이 될 거예

요. 순찰근무 중이다. 단속근무도 병행하고, 주말 같은 경우 여기 외국인들의 집적지이다

보니까, 범죄예방하고 위반 사항 있으면 단속도 한다. 여기가 지금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서에서 생활 질서계에서 따로 단속을 한다.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부서이고, 

집결지에 대해 저희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자 하면, 지구대원이나 관리반 요원이 따로 있

다. 저희는 순찰요원이다. 아무래도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범죄가) 나긴 난다.” -경찰(E)

“여긴 일반 주택가와 집결지 동네는 달라요, 주택가는 9시 이후면 깜깜하지만, 여기는 

새벽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밝죠.” -지역민(H)

순찰하는 경찰관 두 명 중 한 명(E)과의 비공식적 면담을 하였다. 범죄예

방을 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한다고 한다. 경찰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단속보다 감시와 관리 혹은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민 H씨에 따르면 살인사건이 발생하긴 하지만 경찰들이 2-3시간 마다 

순찰을 다니고 싸움이 일어나면 금방 달려와서 치안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H씨는 이곳에서 30여 년 간 장사를 해왔기에 익숙한 곳이며 안전한 

장소로 여기고 있다. 취약지역이지만 비호아래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씨의 상점에는 여타 방법장치는 없고 단지 영업이 끝나면 알

루미늄 셔터가 쳐져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H씨는 이 거리에서 낯선 시선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연

구자는 노트북을 들고 학생처럼 다녀서 단조롭고 무채색처럼 보였겠지만 이

질적인 사람이라 눈에 띠고 그곳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

다. 실제로 지역민 J씨는 ‘조사하러 나왔느냐’고 하며 연구자에게 물었다. 

여성단체 활동가 G씨는 아웃리치를 나가면서 집결지 내에서 지나가는 남성

들로부터 받은 시선과 활동가(G)의 시선을 연구자에게 말해주었다. G씨는 

여성의 몸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 소비되는 현상인 몸의 물신화(reification)

를 비판하였다. 

   “아웃리치를 돌면 구매자들이 우리들을 본다. 나이가 많거나 적든, 우릴 그러한 시선



- 53 -

으로 바라보는 거 같다. 거기 앉아있는 언니들(여성 종사자)의 눈빛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그 공간에서 돈을 받아서 행위 하는 자체가 몸이 상품화 되는 것이다.” 

-여성단체 활동가(G)

   (3) 이동과 부유

현장관찰하며 파악한 결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이주노동자들을 주축

으로 상권의 활기를 띠며 유지되고 있다. 수원시 주변 공업단지의 남성 이

주노동자들이 주요 성구매자이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그들에게 공식적

으로 잘 알려진 곳이었다. 수원시 의원(D)과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

다. 남성 이주노동자들에게 잘 알려진 곳인 만큼 수원역 집결지는 성매매의 

메카로 인식되고 있다. 

  

“평택, 안산, 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에 외국인들의 일자리가 많다. 평택 앞에도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데, 그들(남성 이주노동자)끼리 한국에 가면 여기에(수원역 앞) 꼭 가보

라고 말한다.” -수원시 의원(D)

성매매 업소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는 뒷골목에는 비교적 젊은 남성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지나다녔다. 그들의 생김새와 언어를 통해 이주노동자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개인보다는 주로 삼삼오오 여럿이 무리지어 다니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업하고 있는 업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었다. 일반통행대로에 있는 업소보다 안쪽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 

골목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그들이 주변 현

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목격

하였다. 이곳 성매매 집결지는 카드가 아닌 현금이 흐르고 있었다. 더욱이 

택시를 통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는 장면도 있었다.43) 다음과 같이 2010

년 10월 4일자 수원일보 기사의 일부를 발췌하였다. 

“이처럼 택시기사들이 안산 등 인근 지자체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43) 이정하, “수원역 집창촌앞 수상한 택시”, 「수원일보」(2010년10월4일),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61 [검색일: 2016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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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어주면서 이득을 취하는 택시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업소로부터 

일정 부분의 ‘리베이트’를 받고, 해당 업소로 성구매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노동자, 성매매 종사자, 걸인, 택시, 현금 등 성매매 집결지의 현장은 

꽤 동태적(dynamic)이다. 이곳의 흐름은 경제적 유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다. 이주노동자들은 혼자가 아닌 세 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면서 택시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함께 한다. 또한 이들은 주변 상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

하기에 지역 상인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남성 이주노동자의 이러한 행

위는 수원과 안산이라는 지역 간 경계를 지나고, 한국과 자국을 가로지르는 

다층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이들은 성을 매개로 한 연결점을 갖고 공

식과 비공식 경계를 넘나들며 부유하고(floating)44) 있다. 

44) Sudhir Venkatesh(2014)는 뉴욕의 지하경제를 연구를 통해 상류층과 하층민의 

보이지 않는 실로 묶여있는 관계를 파악하였다. 특히 대도시에서 마약과 성매매, 

클럽, 갤러리 등 여러 장소에서 사회적 계급과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부유하는(floating) 현상을 포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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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둘러싼 행위자

1.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 체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둘러싼 행위자를 <그림 4-1>과 같이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성단체, 내부 행위자(성매매 종사자, 토지 및 건물 

소유주), 언론 등을 행위자로 제시하고, 그들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중앙정부

와 지자체, 여성단체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수원시 정부에서 성매매 방지 민·관 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젠더 거버넌스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지역 언론은 성매매 근절과 정비사업의 시기

를 논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매매 종사자는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으며,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지역상인도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림 4-1> 행위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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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중앙정부: 여성가족부

      

중앙정부에서 성매매 관련 행정부처는 「성매매방지법」에 의거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이며, 단속과 처벌 측면에서 법무부가 

주무부서이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성매매 피

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고자 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초기 활발한 단

속 활동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의 수가 감소하였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소

극적인 관여로 그 한계가 있었다.45)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성매매 집결지 폐

쇄 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가 이러한 방침을 따르도록 촉구한다. 

중앙정부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2015)은 ①성매매집결지 폐쇄 

TF(Task Force)팀 구성, ②집결지 내 업소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 실시, ③지

역 언론과 민·관 합동 캠페인 토론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④탈

성매매 여성 지원 대책 마련, ⑤집결지 도시환경정비(재생)사업 방안 검토, 

⑥업소 단속 점검 및 행정처분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관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 ‘민·관 협의체 구성’, ‘상업적 재개

발이 아닌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모색’ 등의 개선방안46)을 제시하였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

청 등 18개 부처·청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돼 일 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단독적으로 성매매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라

기보다 각 부처 간의 협업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2015년 제39차 성매매방

4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연구보고서에서는 ｢성매매방지법

｣ 시행 이후 성매매예방,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성구매자 및 알선자 처벌 등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원들에 의해 작성

되었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2014년 9월에 발행하였다.
46) 그 외에도 ‘수사기관, 공무원 대상의 교육 필요 행정기관 대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

이나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겸업형 성매매 단속 및 성매매강요 알

선업자 처벌 범죄수익 몰수 추징 증가’ 등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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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

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47) 특히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집결

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하되, 집결지 내 업소 집중단속, 법령위반 사항

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최근에 열린 제4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여성가

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와 관련한 2016년 실적과 2017년 계획”에 대해 논

의하였다.48) 권용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성매매 차단에 대해 의지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하여 2009년 출범하였다. 이곳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

터,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 중앙위기청소년

교육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하며 폭력피해 여성의 보호와 폭력피해 예방활동

을 하고 있다. 2009년부터 매해 두 번에 걸쳐 「여성과 인권」이라는 저널

을 발간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학술의 장과 현장의 장에서 담론을 생산하

고 있다. 그 외 관련 기관으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2) 지방정부: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하여 정책과 활동을 시기별로 나눠 단계를 

구분하였다(<표 4-1>). 2000년대 초반 여성부 신설과 「성매매방지법」 제

정 및 시행을 첫 단계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매매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 알선행위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47) “지자체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박차!”,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5년3월30일),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0023 [검색일: 2016년4월10일]
48) “권용현 여성가족부차관, 제4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주재”, 「여성가족부 

포토뉴스」(2017년 4월 4일),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1 

[검색일: 2017년4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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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수원시에서 성매매방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시의회, 관련 기

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협의회는 형식

적인 절차와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역 여성단

체에서 2007년부터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선 5, 6기 염태영 

수원시 시장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고 세 번째 단

계를 맞이하였다고 본다.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자활지원’이 

그의 공약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각 부서에서

는 집결지 정비와 관련해 타당성 검토,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을 진행하였

고, 시의회에서는 자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여타 성매매 공간처럼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위치해 있었다. 주변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공

권력의 감시와 단속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의 폐쇄는 여성가족부의 지침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민과 한 약속이

었다. 2014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의 관문 수원

역은 하루 14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 중심지가 됐지만 성매매 집결지가 아

직 남아”있고, “더 이상 방치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의미가 없어 정비하기로 

결심”하였다며 폐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49) 

<표 4-1> 관련 정책 및 활동 시기별 구분

구 분 시 기 주 체 내 용 비 고

1단계
2001년~

2006년

중앙정부 여성부 신설

중앙정부 「성매매방지법」제정 및 시행

2단계
2006년~

2010년

수원시 수원시 성매매방지협의회 구성 

지역 여성단체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3단계
2010년~

현재

수원시, 시의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활동 염태영 

시장

연임

합동 성매매방지 민·관 협의체

지역 여성단체 자활지원센터 개소

49) 최윤희, “수원시, 50년 도시 흉물 ‘역전 집창촌' 정비”, 수원일보(2014년4월16일),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10 [검색일: 2016년5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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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시 성매매 방지 협의체

「성매매방지법」 제3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50) 수원시는 2006년 12월 성매매방지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성매매방

지협의회 명단에 따르면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수원시의 복지여성

국, 교육청소년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위생정책과, 팔달구 보건소, 시의회

에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시교육청, 소방서, 여성단체,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되었다.51) 

성매매방지 협의회의 역할은 성매매방지 및 자활대책 논의, 집결지 폐쇄 

추진 계획 수립, 성매매집결지 정비 TF팀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집결지 

조성과 현장기능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 정보공유 등이 있

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형식적인 측면에 지나지 않았고, 분기별 회의만 

하는 등 연계가 없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16년 12월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를 민·관 합동으

로 새로이 조직하였다. 복지여성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피해자 지원반(반장: 

여성정책과장)과 정비지원반(반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으로 이원화하여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여성정책과, 도시재생과, 교육청소년과 등 

성매매관련 부서와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소방서, 수원교육지청, 성매매피해

상담소, 수원시여성문화공간,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5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성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

면, 국가와 지자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 수원시 내부자료(2016년5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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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매매방지 협의회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민·관)

연도 2006년 12월 2016년 12월

역할

- 성매매방지 및 자활대책 논의

- 집결지 폐쇄 추진 계획 수립

- 성매매집결지 정비 TF팀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 집결지 정비기간 조성과 

현장기능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 정보공유

- 탈성매매 여성 지원대책 마련

- 도시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 성매매집결지 내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집결지 자진폐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집결지 내 성매매업소 단속 활성화 

및 수사 강화

-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세부추진방안 협의 및 기관별 

진행상황 점검

차이점
 위원장, 위원 체제에서 <피해자지원반>과 <정비지원반>으로 이원화로 구분, 
 각각 세부역할이 정해짐

<표 4-2> 성매매방지 협의회와 민·관 협의체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 구성원의 각각 역할은 탈(脫)성매매 여성 지원 대

책 마련, 도시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성매매집결지 내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집결지 자진폐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세부추진방안 협의 및 기관별 진행상황 

점검 등을 맡고 있다. 협의체의 단장을 맡은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성매

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는 점에 협의체의 의미가 담겨 있다”

며 “각 기관별로 네트워크를 구축, 집결지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52)

52) “수원역 집창촌 정비 민·관 실무협의체 발족”,「연합뉴스」 (2016년12월20일),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12/20/0706000000AKR20161220155300061.HTML [검색일: 

2016년12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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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점선: 성매매방지 민·관 협의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를 둘러싼 행위자를 여성가족부, 수원시 성

매매방지 민·관 협의체, 언론과 시민 등으로 구조화하였다(<그림 4-2>). 

<그림 4-2>에서 점선 안에 포함된 행위자들은 수원시 성매매방지 민·관 협

의체로서 여성정책  부서, 도시계획 부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시의회, 

여성단체 등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시민, 언론 등의 행위자

는 집결지의 존폐논쟁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결지의 

내부 구성원인 토지 및 건물소유자, 성매매 종사자 등의 행위자는 수원시와 

직·간접적으로 비공식적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 

   (1) 도시계획 부서

2012년 국토해양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설치된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에 따르

면, 도시계획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에 따라 국토계획법 운영에 관한 지

자체의 업무능력 강화 필요하였다. 담당공무원의 잦은 보직이동과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연속성 결여의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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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획단 설치를 의무화53)하였다.

수원시 정부의 조직구성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제2부시장 산하 도시

정책실에 속한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담당자(A)와의 면담을 통해 지자체 

입장과 추진과정을 확인하였다. 이곳 부서에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

에 관해 시민계획단에서 의견을 구하고, 집결지 내 토지 소유주 간담회 자

리를 만들어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면담 당시(2016년 4월) 도시

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정비사업의 방식을 업종전환유도, 중소개발, 전면 재

개발 등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내 땅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조례

로 자발적인 폐쇄를 이끌어 내려하고, 업종전화유도, 중소개발, 전면 재개발 등 세 가

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수원시는) 서울시, 춘천시보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후발주자로써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담당자(A)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타당성 용역을 담

당하였다.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2014년 8월-2015년 2월)과 기본계획 용역

(2015년 3월-2016년 5월)을 단계별로 시행하였다. 수원역세권 개발축 분석 

및 수원시 시책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한 대안 검토하고, 사

업실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석해 Guide Line을 설정하고, ‘수원

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하였다.54)

2014년도에 실시한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문

화 중심형 계획안과 상업형 계획안으로 제시하였다. 전자는 중규모로 철거

하여 문화기능 확충 및 기반시설 정비하는 개발방향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 자원을 통해 지역을 상업적 활성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후자는 전면 

철거 후 중심상업시설을 건설하여 대형 상권으로 재생하는 거점개발의 효과

를 둔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정비 사항은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기로 계획되었으나55)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0도시·주거

53) 국토계획법 개정․공포 2011.4.14, 시행 2012.4.15.
54)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수원시 자료(2015년12월21일) 
55)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 수원시 내부자료(2016년5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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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56)되게 

되었다. 여성정책 부서 담당자(C)의 면담에서도 단체장의 의지로 2020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용

역내용을 바탕으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공고되었고, 정

비사업 소관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제2부시장 산하 도시개발국에 속한 

도시재개발과로 이전되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여러 타당성을 검토했고, (A와 B)순환보직이라 1-2년이면 부

서를 옮긴다. 고시하는 것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대

략적 범위를 정한 것이지 정비수립과 구체적 사업 방향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용역

수립을 해서 이 안에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겠다는 계획이 나온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하고 용역 수립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다.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 

-도시재개발과 담당자(B)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재개발과가 성매매 집결지의 도시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자(B)에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아직 정비예정구역을 고시한 것이지 계획이 수

립되지 않았다고 한다. 수원시의 민선6기 공약 추진계획과 시의원들의 경기

방송 인터뷰57)에서는 지자체에서 2018년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하였

지만 담당자(B)에게 물어보니 “아직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현재 

56) 수원시고시 제2017-123호 (2017년 5월 4일) 

「2020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일원을 정비하여 도시이미지 제고 및 수원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도시거

점 공간 조성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수원시 고시 제2017-150호 (2017년 5월 31일) 

팔달2매산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1. 제한지역: 팔달구 매산로1가 114-3 외 114필지 (22,662.4㎡)

2. 제한사유: 팔달2매산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성매매집결지 일원)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고자 함.
57)ㆍ2017.4.3. 백정선 의원 경기방송 수원시의정인

ㆍ2016.12.27. 최영옥 의원 경기방송 수원시의정인

ㆍ2015.09.24 경기방송 이미경 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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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개발제한에 관한 고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시정부에서 정비사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이곳에서 물리적 변형을 일으키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 

  

  (2) 여성정책 부서 

여성정책과는 제1부시장, 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다. 여성정책과는 성매매

방지 민관협의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성재개발 사업과 지원 사업

이 아직 진행 과정 중에 있으며 뚜렷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진 않는 상황이

라고 전하였다(여성정책 담당자 C). 그렇지만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자활지

원센터 개설을 진행하였다. 또한 여성정책 부서에서는 여성단체의 아웃리치 

활동 보고를 통해 집결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성매매 방지 협의체가 있었는데 좀 더 확대해서 기구를 개편하였다. 정비팀과 이원화

하다 보니 협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한다. 단장은 저희 국장님이시고, 피해자 지원 

관련은 여성정책과 과장이 팀장이고, 정비지원 관련 재개발과에서 팀장을 맡으시고, 저

희가 아직 그런 재개발에 대한 아웃트라인이 확실히 나온 게 없고, 수립한 게 없기 때

문에 아직까지는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략) 자활지원센터가 곧 개설

할 예정이에요. 7월부터 운영하게끔. 여성단체가 운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정책 담당자(C)

   (3) 시의회

    

2015년 수원시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회(수원시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따른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방안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이 연구회는 

수원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피해여성 자활지원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수원시 의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여성의원(D)을 중심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속한 3명의 

의원과 기획경제위원회의 2명의 의원과 도시환경위원회의 2명으로 구성되

었다. 연구회의 중심 여성의원(D)은 과거 여성정책국의 국장으로 부임하여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보았던 이력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여성의원은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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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에서 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갖고 있다. 

 2015년 약 6개월 동안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고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

원 방안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

다. 자발적인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조례

(안)’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2013년「춘천시 성매매 종사자 자활지원 

운영조례」를 시행하여 춘천의 난초촌이라 불리던 기지촌이 폐쇄된 것을 모

티브로 삼았다. 수원시의회 내부자료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매매 종사자의 자활계획과 실태조사, 상담 그리고 특별

생계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성매매 종사자를 탈성매매를 하도록 지원하

는 것이다. 수원시 여성의원(D)은 예산을 뒷받침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강조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을 통해 집결지의 폐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팔달문은 수원의 관문이다. 주거환경정비계획, 도시정비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살던 사

람들을 생각해서 그 속에 사람을 간과하기 쉬운데 그들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 탈성매

매를 하고 자활을 위해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수입원이 없으니까 직업교육으로 지원하려 

한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시의회에서 시민의 세금을 쓰는 일에, 도시계획을 하

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 데 의회에서 그 예산을 지원한다. (중략) 권선동 등 오피스텔

로, 주택가 주거지로 (성매매 업소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다.”-수원시 여성의원(D)

   (4) 여성단체 

수원여성의전화는 1994년에서 현재까지 젠더폭력 근절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성매매피해 상담소(어깨동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2017년 

7월) 자활지원센터(모모이, 모두 모여 이루자)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탈성매매를 위해 성매매피해 상담소에서 상당뿐만 아니라 법률·의료 지원, 

긴급구조 등의 활동을 하며, 자활지원센터에서는 직업훈련, 공동작업장 등

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여성단체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다니며 종사자

들을 만나 필요한 물품과 소식지를 전달하는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결지 걷기 활동은 수원 시민과 연대 단체와 

함께 수원역에서 집결지까지 한 바퀴 걷는다. 성매매 집결지 공간을 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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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난 후 함께한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공간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

면 좋을지 의견을 나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여성인권의 문제를 논

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여성단체는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에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제안

서를 수원시의회에 전달하였다. 여성단체의 활동가(F, G)와 성매매집결지의 

폐쇄와 정비사업, 자활지원 조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성단체에

서 성매매피해 여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 전달되고 난 후 조례안 제정과 

시행에 관해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지원 예상인원과 예산

에 대해 민감한 문제로 보고 있다. 

“우선 자활조례안은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단체가 여러 가지 안들을 보고 우리가 안

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가 만든 최종안은 제출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확정이나 컴펌

은 정확하게 시에서 아직 얘기가 없는 상태이다. (지원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

는지 다시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해야 하고, 예산이 여기 쓰인 것처럼 내려오는 것도 

아니다. 예상인원에 대한 예산이 정해야져 되고,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해줘야 한다. 

국가보조금도 관련해서 명수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다.” -여성단체의 활동가(F)

흔히 언론에서 집결지를 폐쇄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여

성단체 활동가(G)는 폐쇄를 통해 성매매가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라고 한다. 또한 집결지의 폐쇄 이후의 공간을 여성 인권의 착취공간이었다

는 것을 밝히는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만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집결지만의 상징성이 있는 거 같아요. 

다른 업소들은 교묘하게 이차를 나가고 혹은 업소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데, 유리방에서는 

저 여성은 몸 파는 여성이라고 딱 보이는 성매매의 상징 같은 공간이에요. 따라서 성을 

마음대로 해도 되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이 공간을 없애게 되면, 또 다른 성매매 업

소들에도 영향을 끼쳐 성매매가 없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 에요.” -여성단체의 활동가(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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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시 여성의전화를 포함한 여성단체들58)로 구성된 ‘수원역 성매매집

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 지원을 위한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결지 폐쇄 집

행을 촉구하였다. 특히 수원시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방식을 비

판하고 시장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를 비난하였다. 또한 경찰의 단

속 강화,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불법수익 몰수와 추징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5) 경찰, 소방서, 교육청 등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순찰과 단속,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소방서는 낡은 건축물로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집결

지에 대한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다. 교육청에서는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

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 내부 행위자

1) 성매매 종사자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성매매 업소의 포주59)인지는 확실치 않다(여성정

책부서 담당자 C).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고 중간관리자를 고용하기 때문이

다. 성매매 종사자도 실제 포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여

성정책부서 담당자 C).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정비사업 방향을 논의할 때 

토지 및 건물 소유주를 모아 토의하였다고 한다. 토지·건축물 소유자들은 

성매매보다 다른 용도로 쓰이면 좋겠지만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힌 곳이고, 

58)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 지원을 위한 연대’는 수원 일하는 여성회,  풍

물굿패 삶터, 수원 여성의 전화 등으로 구성된다.

김경호, “수원 여성단체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즉각 폐쇄 촉구”, 「중앙일보」(2017년7월10일), 

http://news.joins.com/article/21744023 [검색일: 2017년7월10일]
59)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를 일명 ‘포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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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물과 지대에 비해 높은 임대료의 유인을 무시할 수 없다(도시계획 

담당자 A). 그렇기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보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곳의 지가(地價)가 평당 15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여성정책부서 담당자 C). 용산역 집결지 개발에

서와 같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조짐이 나타난다. 

2017년도 상반기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한터전국연합회(이하 한터)에 

가입해 집결지 폐쇄 논의에 대해 시정부에 반발하고 있다. 2017년 6월 수

원시 경찰에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였지만 성매매 종사자들의 반발로 인

해 철수되었다. 한터 홈페이지에서는 “수원 CCTV를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 

및 긴급모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촉구하고 

있다.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집결지 거리에 나와 있는 모습의 사진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집결지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성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CCTV 설치 취소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집결지 폐쇄

와 관련해 어려움에 대항하고 성노동자로서 권익을 주장하고 있다.  

“수원역앞 집창촌에 수원시에서 CCTV를 설치하자 종사여성들이 강력히 대응하기위한 

간담회(2017.6.2) 긴급 모임을 길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성산업인 성노동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할지 방법이 묘연합니다. 전국의 성노동자 여러분 

분열된 모습보다 단단한 단결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갑시다. 전국의 

성노동자 여러분 투쟁할수있는 힘을 모아주십시요. 2017. 6. 5 한터여종사자연맹 수

원지부 대표”60)

“전국 성노동자 성산업인 여러분 금일 12:10분 수원 집창촌 CCTV 설치가 취소되고 

전신주까지 철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하며 우리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

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7.6.5. 한터여종사자연맹 대표”61)

60) “수원 CCTV를 대응하기위한 간담회 및 긴급모임”, 한터전국연합회(2017년6월5일)

http://hanteokang.cafe24.com/26035 [검색일: 2017년 6월 10일] 
61) “수원 집창촌 CCTV 설치 취소”, 한터전국연합회(2017년6월5일)

http://hanteokang.cafe24.com/index.php?mid=notice&document_srl=26040 [검색일: 2017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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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성매매종사자연합의 현수막(1) <그림 4-4> 성매매종사자연합의 현수막(2)

<그림 4-3>와 <그림 4-4>과 같이 현수막을 설치하여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집창촌이 우리 성노동자들에 인권침해 현장이라고? 수원

시 여성단체, 경찰서, 너희가 우리를 인권침해 하고 있다. -한터전국연합/한

터여종사자연맹”의 내용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집결지를 고수하고 있다. 

“6월 29일 성노동자의 날 12주년 기념 휴무 –한터여종사자연맹”라는 내용

은 6월 29일을 기념하여 집결지의 영업을 휴무를 알리는 것이었다. 전국 

성매매 종사자들은 2005년 6월 29일 ‘(가칭)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을 출

범하고 이날을 성노동자의 날로 선포하였다.62) 한터는 성매매 집결지의 종

사자들의 모임 및 조합이며, 「성매매방지법」의 폐지와 생존권 쟁취, 성노

동자로서 권리를 촉구하고 있다.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경험과 집결지 폐쇄에 관한 의견을 「수원시 성매

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따른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방안」(수원시의회, 

2016)에서 시행한 ‘성매매피해여성 심층면접조사’에서 참고하였다. 수원시의

회 연구 자료에 의하면 서울과 수원지역의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섭외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

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 총 7명이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집

결지가 폐쇄되더라도 “상당수의 여성들은 지역을 이동하여 성매매를 계속하

62) 이경하, “6월29일 '성노동자의 날' 선포”, 복지연합신문(2005년6월30일),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9 [검색일: 2017년6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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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탈성매매를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

은 복합적인데, 우선 경제적 빈곤이 그 요인으로 파악된다. “선불금이나 업

주의 위협, 감시, 부채” 등의 요인으로 인해 탈성매매가 쉽지 않다. ‘연대보

증’, ‘대출’ 등을 통해 과도한 부채로 인해 종사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일하

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주희(2015)의 연구에서도 성매매 산업에서 

“여성 종사자들의 부채 관계의 역동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이면서 강제

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할 수 있는 힘”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몸

을 증권으로 상품화하는 과정으로 성매매의 경제적 구성 원리(김주희, 

2016)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시민과 지역 언론

2010년 7월 21일 수원일보 “구호뿐인 ‘성매매집결지 정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원역세권 개발의 필

요성이 보도되었다. 또한 집결지는‘도심 속 흉물’63)로 여기며 정비 사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되길 바라는 것이다. 수원시는 집결지에 대한 사

회적·정치적 쟁점을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는 수원역세권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자 골칫거리다. 성매매집

결지는 협궤열차인 수인선과 수려선이 수원역을 잇던 시절인 1960년대부터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해 성매매업소가 밀집되면서 수원에서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곳이

다. (중략) 역세권 상인들은 수원의 최대 상권임에도 성매매집결지 주변은 슬럼화되고 

변태영업 등의 집합소로 전락, 상권 침체와 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성토했

다. 때문에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64) 

63) 도심 흉물된 수원역 앞 집창촌…정비사업 2년째 표류, 「연합뉴스」(2016년10월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ZwbPQUg8scc [검색일: 2017년4월10일]
64) 이정하, “구호뿐인 ‘성매매집결지 정비' [방향전환 필요한 수원역세권 개발] ② 불법윤락지역 '보호

존'”, 「수원일보」(2010년7월21일),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57 [검

색일: 2016년5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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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대두된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도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2001년 수원일보에

서 수원의회 도시건설위 의원과의 면담에서 “수원역 주변의 윤락가문제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등록된 ‘윤락여성’을 관리하고 있었다. 언론을 통해 

여론을 모아 적극적으로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2001년 수원일보의 디지털창간을 기념하는 편집국장의 기사

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 서장의 미아리윤락가 단속활동”을 알고 있지

만 “수원역 주변의 윤락가 소식은 잘 모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소식

을 가까이서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65) 

이외에도 수원시 성매매방지 협의회 회의 개최, 수원시 민관합동 캠페인, 

성매매방지 민관협의체 조직구성 등의 소식을 알리면서 수원시 지자체와 지

역 언론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집결지 폐쇄를 위한 여론을 받아

들이고 더욱 조장하고 있다. 일부 신문기사는 과장된 수식어를 사용하여 관

심끌기를 통해 주목을 받으려 한다.

65) "꿈이 담긴 지방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수원일보(2001년 11월 26일),  “디지털 수원일

보를 창간하며”, 수원일보(2001년10월29일) [검색일 2016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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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도시정치 과정의 역동성

1.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1) 연계 방식

   (1) 공식적 연계 방식: 공문, 회의, 토론회, 연구회, 캠페인, 기자회견

수원시는 중앙정부의 지침(공문)에 따라 지역에서 필요한 부서와 협의체

를 조직한다. 구체적으로 수원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상임

기획단을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성매매방지 민·관 협의체를 

조직해 분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기획하고 있다. 성매매방지 민·관 협의체와 

관련 부서, 기관, 여성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각 행위자의 활동과 진행상

황을 보고하고, 세부추진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수원시의회 의

원들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과 복지 측면에서 연구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

의 내용으로는 성매매 종사자의 자활계획과 실태조사, 상담 그리고 특별생계

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종사자들을 지원하여 성매매 유입을 막는 것이다. 

성매매방지 민·관 협의체의 자체적인 연계행위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여성단

체는 성매매 방지와 관련한 대외적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독

려하고 있다. 수원시는 젠더 이슈에 관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직접 거리에 나서서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2013년 12월 수원역에서 로

데오거리를 거처 도청오거리를 돌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면 우리 모두가 행

복합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서부경찰서경찰과 여성

단체협의회, 여성복지시설 등 관계자가 모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66) 

여성단체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행사(11주년에도 진행)

를 수원역 AK플라자 앞에서 개최하여 활동가들은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

66) 이상준, “수원시, 성매매방지 민·관 합동 캠페인 펼쳐”, 「수원화성신문」(2013년12월30일), 

http://www.esuwon.net/5223 [검색일: 2017년6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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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비범죄화, 수요차단 등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

다.67) 지역사회의 여성단체는 서로 연대하며 세계여성폭력추방기간, 성매매방

지법 시행 기념 등 시기마다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파악

하였다. 이렇듯 여성단체는 자발적으로 아웃리치 활동, 집결지 걷기, 젠더폭

력 근절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석을 통해 사회에 성매매 공론화하고 젠더 폭

력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수원시는 2015년 10월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하였고, 2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하였다. 지역신

문에 따르면 시민계획단은 “‘수원의 미래를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간다’

라는 모토로,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하고, 개인보다는 수원을 대표하고, 

수원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수원시 주요정책을 직접 

만들어가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성숙한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준

다고 평가되었다.68) 또한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진행하여 한국지방정

부학회 주최 ‘지방정부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

다.69) 지방정부 정책대상은 지방정부의 우수정책 사례를 발굴·시상하고 

선정된 정책사례를 전국에 알려 지방정부의 정책 합리화와 선진화에 기

여한다는 취지로 수여되었다.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시상은 지방정부 간

의 경쟁을 하게하며 벤치마킹을 독려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67) 수원여성의전화, “[캠페인]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캠페인” (2016년 10월 5일), 

https://www.suwonhotline.or.kr:40014/index.php?_filter=search&mid=news&search_keyword=%EC

%88%98%EC%9B%90%EC%97%AD&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5492 [검색일: 

2017년6월5일] 
68) 한정규,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어떻게 정비할까요?”, 「e수원뉴스」(2015년10월2일), 

https://news.suwon.go.kr/main/section/view?idx=1008637 [검색일: 2017년5월20일]
69) 최종호, “수원시, 지방정부 정책대상 '대상' 수상”, 「연합뉴스」(2016년2월18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8/0200000000AKR20160218163900061.HTML [검색일: 

2017년6월1일]

“수원시는 ‘집단지성으로 수원의 밝은 미래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2012년부터 운영하는 ‘도

시정책 시민계획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략) 수원시는 그동안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

획 수립,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방안 등 주요 정책을 세울 때 시민

계획단의 의견을 반영해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계획단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와 구성

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의 롤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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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에서는 수원역 생매매 집결지와 관련하여 수

원시의 정책을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정비사업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지원

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더불어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를 확인해 보니 설문 질문과 선택사항이 

모호하고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

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고민되는 지점이다.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지역주민참여 세미나)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설문지는 여섯 가지 질문이 있었다. ① 성매매 집

결지 정비효과(지역활성화), ② 개발방식, ③ 개발방식의 사업주체, ④ 종사자 

자활대책, ⑤ 향후 도입시설, ⑥ 기타의견 등이 있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집

결지 정비 효과로써 지역활성화 80%로 효과가 크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질

문에서 주변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면개발(28%)로 가장 많이 답하였지

만, 설문지에서 아홉 가지 선택사항이 있고 각각 개발방식을 일반인들이 적확

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70) 세 번째 질문에서 적합한 사업주

체로는 민관합동개발(39.8%)로 선택되었다. 이 질문에 선택사항 또한 여섯 가

지였고, 각각 사업주체의 의미가 분명치 않음을 확인하였다.71) 네 번째 질문

에서는 종사자의 의견수렴 선행(33.5%)을 선택되었는데, 여기서도 선택사항이 

일곱 가지이고 종사자의 의견수렴 선행 외에 여성 종사자 자립계획 마련, 지

속적 교육 지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채무문제 해결, 종사자 자존감 

회복 방안 마련,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이 나열되어 있다. 

언뜻 보기에도 모든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자활이고 자립할 수 있는 것인

데, 어떤 지원이 적합한지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적절한 대답을 끌

70)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주어

진 선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점진적 업종전환 유도, 2. 마을만들기 방식 활용, 3. 

단계별 개발, 4. 중소형 개발, 5. 전면적 개발, 6. 자활방안 수립 후 전면개발, 7.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면개발, 9. 업종전환과 중소형 혼합, 9. 중소형+전

면개발 혼합
71)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주체는 누가 적합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주어진 

선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개발, 2. 공공개발, 3. 민관합동개발, 4. 부분적 민

관협동, 5. 민간+공공+업주, 6. 주민주체+공공 및 민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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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정비사업에서 적합한 도입

시설을 묻는 것으로 청소년 놀이 및 휴식공간(공원 등)(28.4%), 특화 거리 

조성(24.9%), 주변지역과 연계한 상업시설(16.9%) 등으로 선택되었다. 이것 

또한 선택사항이 아홉 가지가 있었으며 가장 많이 선택된 사항과 두 세 번째

로 선택된 사항의 비율이 비등비등하다.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는 성매매집결

지 부작용 대책(31.6%), 로데오거리 등 주변과 연계 필요(27.7%), 주민참여 

방안 모색(17.4%)로 나타났다.

   (2) 비공식 연계방식: 통화, 비공식 회의

수원시 도시상임기획단에서는 성매매 집결지의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비

공식 세미나를 열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용역검토를 통해 정비사업

의 방향을 검토하며 집결지 폐쇄를 위해 업종전환을 유도하거나 정비사업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도시계획 부서 담당자 A). 그러나 현재 

대상지의 토지는 감정가보다 높은 시세로 인해 시정부에서 매입하기 어렵다

는 판단을 하고 있다(여성정책 부서 C). 또한 대상지는 도시환경예정구역으

로 지정되어 도시재개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 여성정책 부서와 여성단체는 긴밀히 통화를 주고받는다. 여성단체

가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 및 상담소 활동에 관해 보고

하는 형식으로 연락을 취한다. 그리고 수원시 여성정책 부서에서도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들과 연락이 가능하지만 그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려 하였으나 종사자들이 거

부하였기에 실시하지 못하였다(여성정책 부서 C).

“지원받을 예상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부터 직접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웃리

치를 다니려고 하는데, 요즘 수원이 한터를 가입했다. 재개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

쪽과 연대를 한 거 같다. 업주들도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업주들

에게 아가씨들을 조사하겠다고 하면 아가씨들이 조사를 반대한다고 한다. 직접 조사

해야하는데 거부한다고 의사를 밝히니까 들어갈 명분이 없다. 보이콧 되었고, 아가

씨들의 숫자나 실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여성단체)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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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아웃리치를 통해 대략적으로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 업소 99곳의 200여명

으로 파악하고 있고,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다.” -여성정책 담당자(C)

   (3) 인사의 흐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담당자(A)를 처음 만났을 때 다른 부서에서 옮겨와서 

대략 일 년 정도 성매매 집결지 관련 업무를 보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1년 

후 도시재개발과 담당자(B)와 연락을 취하였을 때 A씨는 다른 부서로 옮겨

갔고, B씨 또한 올해 처음 도시재개발과 부서로 배정받았다고 말하였다.  

지자체에서 이러한 순환보직은 같은 분야이지만 부서를 자주 옮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매매 집결지에 관해 정책과 사업은 계속 실행되고 있는데 실질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의회에서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따른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방안연구회의 중심 여성의원(D)은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한 이력을 갖고 

있다. 또한 또 다른 여성의원은 수원여성단체에서 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갖

고 있다.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였거나 여성단체와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여

성주의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원석연 외, 

2006). 여성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페모크라트(femocrats)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페모크라트는 여성운동단체나 여성관련 사회운동의 배

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관련 정부부처에 진출한 인사를 지칭(Sawer, 

1995: 원숙연·박진경, 2006 재인용)한다. 

2) 협력과 갈등관계

   (1) 정보의 비대칭성과 협업의 어려움

 

성매매방지 민·관 협의체에서 지자체의 부서와 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자체의 여성정책 부서와 도시계획 부



- 77 -

서로 이원화된 주체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논의하고 있다. 성매매 민·

관 협의체는 여성정책과에서 총괄담당을 하고 있으며 여성정책과에서 탈성

매매 지원사업과 도시재개발과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이원화된 방식으

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시재개발 부서에서 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논

하고, 여성정책 부서에서는 탈성매매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정책 

부서에서는 정비 사업의 계획이 제시되어야 탈성매매 조례 발의와 관련 예

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비 사업의 구체화 논의를 통해 탈성매매 자활지

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다. 

또한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와 연계해 성매매 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만, 시정부에서 경찰로부터 단속과 검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기밀자료라

는 이유로 제공받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여성단체에서도 집결지에 대한 경

찰의 단속과 감시 체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교육청은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기에 지자체에서 성매매 관련 예방교육을 간섭할 수 

없다. 성매매 집결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하고 있지만 단지 그뿐이라는 것

이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협의체의 실적을 모으고, 일정을 맞춰 회의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다. 협업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였지만 각자 부서와 기

관의 주업무가 있으므로 회의하기 어렵고, 공조체계를 모색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갈등

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소방서, 경찰, 교육청의 담당들과도 유도를 해서 참여하는데, 경찰들이야 수시로 단속

하고 있고,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협업을 하면서도 자료를 끄집어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자료로 내세울만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활동은 구두상으로 한다. 

근거 수치, 근거 자료라든지 전혀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이

다. 단속은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밀과 관련되기에 공문으로 의뢰해도 잘 응해주지 

않는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매매 관련 담당부서는 있지만 홍보라든

지 교육은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없다는 거죠. 회의에는 오지

만 실제로 하는 행동은 없는 거예요. 각 학교마다 여기에 흡수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체 구성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딜레마가 있기도 하고, 운영에 어

려움을 갖고 있기도 해요. 실제로 활동하는 분기별 실적을 받아보면 실적이라고 할 것

도 없고, 그렇다보니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난감할 따름이에요.” -여성정책 담당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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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탈성매매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을 둘러싼 갈등

시정부는 여성단체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거나 한국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주

는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 여성단체는 시정부에서 원하는 정보

를 얻지 못하고 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였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자활지원조례에 관해 시의회의 

연구회 활동이 이뤄졌고, 자활지원조례에 관해 여성단체에서는 시정부와 의

회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최근 여성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원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

원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72) 

수원시 지자체와 여성단체는 ‘개발방식과 개발이익 환수 문제’에 관해 대

립된 입장 차이를 드러낸다. 수원시는 토지·건물 소유주와 세미나를 열만큼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시정부에서는 강력히 처벌하지 못하

고 있다. 현재까지 토지·건물 소유주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집결

지를 둘러싼 폐쇄 논의와 개발압력으로 인해 성매매 종사자들은 연대하여 

시정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여성단체

와 시정부에 대해 실태조사 혹은 아웃리치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수원역 성

매매 집결지에서 종사하는 여성과 일부 지역 상인은 생계수단과 정주공간을 

빼앗기지 않길 원한다. 도시계획의 재개발 사업에서 익히 알려진 ‘비자발적 

이주(displacement)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토지 및 건물 소유

주는 부동산 이익을 극대화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 환수 조치를 여성단체에서 주장하시는데, 그거에 승복해서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 및 업주 등)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2차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는데, 관행적으로 용납해 준거잖아요 여태까지. 몰수 조치를 

집행하기에 아직 역부족이에요. 그들 본인들도 생존권이 있는 거고요.” 

-여성정책 담당자(C)

72) 김경호, “수원 여성단체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즉각 폐쇄 촉구”, 「중앙일보」(2017년7월10
일), http://news.joins.com/article/21744023 [검색일: 2017년7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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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포주라고 생각해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여성의 몸을 갖고 사회에서 내몰리고 있는 거 같아요.” -여성단체 활동가(G)

여성단체 활동가(G)는 종사자의 빈곤으로 인해 여성의 몸을 상품화되는

데 비판하며,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집결지 폐쇄를 논

하며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인권착취의 공간이었다고 알릴 수 있는 기억의 공

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시정부는 현실적으로 집결지의 부

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간개발이 이뤄진

다면 여태까지 성매매를 통해 불법이익을 누려온 건물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또 다시 개발이익을 돌려주는 꼴이 된다고 여성단체는 주장한다. 이렇듯 시

정부와 여성단체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라는 집합적 관심사를 갖고 있지만 

접근하는 방식과 입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도시정치와 젠더 거버넌스

1)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이해관계

199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하였다.73)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통해 권력의 중추가 중앙정부

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향해 지역시민사회의 일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권

력의 구조적 측면에서 민주화 작업의 상당한 성과이며,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크게 재조정되는 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박재창, 2010: 

73) 한국 지방자치제도는 시·읍·면과 도를 자치단체로 하여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법

률 제32호)이 제정 공포되어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동년 5월 10일 도의

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61년 5월 16일 의회가 해산되기까

지 약 10년 동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왔다. 1961년 9월 1일 법률 제 707호로 지방자치

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시·읍·면에서 시·군으로 개편하였다(왕

재선, 2014: 311). 수원시 선거구는 가~파로 나뉘는데, 매산동은 차선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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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또한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재조정하여 

도시정치의 활성화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강명구, 1997). 특히 지방자

치의 실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재정립과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관계 변화로 재구조화 과정을 겪고 있다(강명구, 

1997).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가적 지방정부”가 출현하고 “국가 및 시장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증가하게 된다(강명구, 1997). 이러한 지방자

치의 발전 맥락에서 지역에서 성매매 집결지를 실질적으로 폐쇄를 논의하는 

주체로 지방정부와 여성단체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수원시에서는 여러 수단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정당성을 주

장하고 합의점을 찾고 있다. 특히 여성인권 향상과 불법으로 규정된 성매매

를 근절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자체는 성매매 공간을 없애야 할 목표를 갖

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도시정책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원도심 재생’, 

‘역세권 개발’, ‘공익·공공성’, ‘시민참여 계획’ 등의 담론을 토대로 집결지 

폐쇄의 당위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집결지는 여성주의 담론

과 도시계획의 담론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원시는 한국지방정부학회 주최 ‘지방정부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수원시의 시민계획단의 활동을 통해 다른 지자체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업이었다고 평가되었고, ‘지방정책의 합리화와 선진화’라는 이유에서 

이다. 그러나 시정부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참여적 계획과정을 진행하였

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수원시 자치단체장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임기를 끝내고, 재선에 도전하여 현재까지 시장에 엮임하고 있으며 현재 민

선 6기가 되었다. 자치단체장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여 수원역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시정부는 성매매 집결지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더욱이 ‘2020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며 성매매 

집결지의 정비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정부가 조치한 일련의 정책들

은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미명하에 빠르게 주도되고 있다. 지자체의 정치

적 목표는 유권자의 선택을 얻어 다선(多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구적 선

택’이 필요(원숙연, 2011: 28-29)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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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세권 개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원도심 인근에 위치한 군공항 이전74)으로 인해 원도심의 

고도제한이 풀려 용적률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75) 또한 집결지 인근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 공사 진행 중)아파트가 완

공되면 집결지의 폐쇄는 더욱 압력을 받을 것이다.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젠더 이슈 대두와 수원 역세권 개발수요가 맞물려 

있다. 지역 공간과 연계하는 것보다 토지가치의 효율성을 토대로 도시개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지역공간은 정치적 포퓰리

즘이 초래하는 갖가지 폐해가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고, “선거에

서의 승리를 위해 지역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눈을 만족시키는 개발주의적 

성과에 몰입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전상인, 2017: 226-228). 

수원시는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식을 지켜보

고 후발주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원시 성매매방지 민·관 협의체라는 

거버넌스는 성매매 공간에서 대안적 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해 서울시 청량리

와 용산역, 전주시 선미촌, 대구시 자갈마당, 춘천시 난초촌 등의 선례를 조

사하고 벤치마킹할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대구시는 성매매 집결지

의 폐쇄 논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수원시의 사례를 참고하며 

협조를 요청하였다(여성정책 담당자 C). 대구시 자갈마당에서는 지난해 말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집결지 출입구 다섯 곳에 CCTV를 설치하고 LED 경고문 30여 개를 배치

해 성매수자들의 출입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는 업주와 종사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로 임하

며, 정비사업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반발하여 한터전국연합회 대구

지부는 ‘생존권 사수결의대회’를 열기도 하고, 무료급식소라는 현수막을 붙

여놓고 노숙자들을 불러 모으려는 맞대응에 나섰다.76) 또한 이들은 성노동

74) 수원 군 공항(공군 제 10전투비행단 주둔)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로 부

지 6.3㎢에 달한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인근에 있다. 군공한은 1954년에 설치

되었고 도심팽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75) 현재 고도제한은 지표면 45m로 14층 이내이다. 수원시 조직에서 ‘군공항이전

과’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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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지역주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각각의 성매매 공간은 특수한 지역적 맥락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맹목적으

로 따라하는 방식을 취하면 지자체에서 새로운 갈등과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적 특성과 행위자들의 역할과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고 새로운 공간으로의 가능성을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활 조례안은 구상하는 거는 있지만 저희가 보상 계획이라든지 결정하는 부분은 

아직이다. 현재 다른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다. 곧 대구 

자갈마당에 재개발부서와 가 볼 것이다. 서울 청량리와 용산은 재개발업체, 시행사

를 통해 거의 보상이 돼서 나가고, 용산에는 두 집인가 아직 영업을 하고 있더라. 

숫자 모델은 수원의 사례와 맞지 않는다. 우리 실정에 맞게 진행하려고 한다.” 

-여성정책 담당자(C)

수원시 여성단체는 시정부를 대신해 성매매피해상담, 아웃리치활동, 자활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의회와 시정부는 지역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주류 여성주의 목소

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여성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실 

확장 이전하고 자활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지역에서 여성단체의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연대하고 있다. 수원시에서 성매매 집결지의 

정비사업에 대한 주요한 의사결정은 시장을 비롯한 남성 의원, 남성 공무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여성정책 부서와 여성단체, 여성 의원은 집결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탈성매매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한편 

재개발 부서에서는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비슷

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떤 행위자가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관한 관계는 권력관계

로 간주할 수 있다. Healey(2004)가 제시한 권력에 대한 논의를 인용하여 

덧붙이고자 한다. Foucault의 주장대로 “권력은 단순히 규율과 자원에 대한 

명령권을 가진 개개인들의 힘과 지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일

76) 배준수, “[이슈 현장] 대구 자갈마당에선 무슨 일이?”, 「경북일보」(2017년6월4일),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95055 [검색일: 2017년6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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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정과 실제에서 사유하고 행동하는 방식들에 관한 가정들을 실천하였는

가,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제도화된 실제에서 착근되고 있는

가에 의하여 구현된다. (중략) 나는 권력은 실체(thing)가 아닌 관계

(relation)라고 이해한다. 모든 관계들은 권력의 차원을 갖는다. 사회적 관계

들은 동시에 몇 개의 수준에서 작동된다. 마찬가지로 권력관계는 구체적 행

위자들간의 역동적 상호관계 속에서, 몇몇 행위자들이-거버넌스 과정, 경제

시장, 문화적 관행 등을 세심하게 구조화하는 과정에서처럼-다른 행위자들

이 작용하는 방법을 지배하려는 신중한 과정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문화

적 가정들과 실제들의 한층 더 깊은 수준의 과정 속에서 표현된다.”

2) 젠더 이슈의 공론화

 

한국 사회적 맥락에서 젠더 이슈가 대두하게 되었고 지역 차원에서도 논

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을 둘러싼 이해관계들이 몸에 근

거”하고 있고, “몸이 온전히 자연적일 것이라는 통념에 맞서 몸을 ‘사회적 

의미와 가치의 장’(milieu)”으로 해석한다(Giliian Rose, 2011: 88). 특히 여

성의 몸은 이해관계들에 의해 역동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성매매는 “사회구

성원들 간의 불평등한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성/계급 

재생산에 기여하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이나영, 2009). 본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성에 관한 권력의 문제와 권력 메커니즘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묵인과 관리로 용인되었던 성매매 집결지가 아닌 젠더 이슈의 대두로 인

해 정책적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성매매방지 민·관 협의체라는 거버넌스

를 통해 성매매 문제를 논의하면서 사회적으로 인권의식을 고취시키는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단체와 여성정책을 담당하던 시의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젠더 이슈에 보다 섬세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구성원이 

파악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방향을 토대로 여성정책을 현실적으로 면밀

히 살피고 있으므로 젠더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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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여성의 몸은 한국 사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 쟁점인 

성매매를 묵인하지 않고, 공론화함으로써 쟁점을 해결하는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논의하는 여성의원들은 주류 여성주의 가치를 

지닌 정책행위자로 여성단체와 시정부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여기서 주

류 여성주의에서는 ‘여성인권 측면에서 성매매는 곧 범죄이며, 성매매 종사

자들은 피해여성이므로 지원 및 보호를 받고 비범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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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에 관한 정책

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의 논쟁은 도시계획 담론과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분야에서 성매매 집결지를 주목

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성매매 집결지의 형성과 변천 과정, 혹은 내

부 구성원의 생활공간 및 삶의 공간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 그리고 대부분 

선행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혹은 서울이라는 수도(首都)에서 이뤄진 계획 및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토대로, 본 

연구의 주제와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수

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종사자, 

언론, 지역민 등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역동적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싸고 정비 사업의 

적기(適期)와 타당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행위자들의 협력 및 갈등관계가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혹은 도시재생사업이라

는 도시계획 수단을 통해 성매매 공간을 소거(掃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지자체에서는 관련 부서와 기관,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새롭게 조직

하여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므

로 새로운 협의체와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의 기획, 결정, 집행이라는 추진과

정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느냐에 따라 성매매 공간의 형태가 달

라질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성매매방지 민관협의체라는 조직을 확대 개

편하였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도시환경예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탈

(脫)성매매 사업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사회 맥락에서 대략 

한 세기 동안 수원역 인근에 유지해오던 성매매 공간이 어떠한 주체에 의

해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면담 및 통화, 현장관찰을 통해 연구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공간적 특징

과 행위자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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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 주제를 논하였다. 첫째 한국의 성매

매 집결지 존폐 논쟁에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의 변화

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서 도시화의 맥락에서 성매

매 공간의 형성과 변천을 고찰하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특성을 살펴보

았다. 또한 제도적 변화로서 성매매 정책과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 체계를 고

찰하였다. 둘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원역 성

매매 집결지 폐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자들을 제시하고, 상호작

용의 양태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여성단체, 성매매 종

사자, 지역 언론, 시민 등 행위자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적 맥락에서 성매매 공간

의 물리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해방 후 60년간 성매

매 정책은 정부의 묵인과 관리 체제 하에서 변동되었고(박정미, 2011a) 이

러한 과정 속에서 성매매 공간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원도심에 형성되었고,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변화되었다. 특히 수

원역 성매매 공간의 발전과 쇠퇴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현상은 팔달문으로 

통하는 도로의 발달, 철도와 버스터미널의 교통입지, 공공기관의 입지, 백화

점·상업지역 발달, 주거환경정비구역, 다른 지역의 집결지 폐쇄 등이 있다. 

현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유리방 형태의 업소가 분포해 있어 시각적 

소비가 이뤄지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특정하게 경계 지어진 곳이다. 

또한 남성 이주노동자, 성매매 여성, 걸인, 택시, 현금의 흐름 등을 보게 되

면 성매매 집결지의 현장은 꽤 동태적(dynamic)이며, 대도시의 특성으로 부

유하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성매매 공간을 둘러싼 행위자 간의 협력과 갈등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자치의 발전 맥락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관계 변화가 도래

하였다. 지역에서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여성단체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1) 중앙정부가 지역의 성매매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시정부의 도시계획 부서가 설치

되거나 성매매방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였다. 또한 성매매방지를 위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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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활동은 여성가족부에 보고되어야 하였다.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

의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여있다.

2) 지방정부에서는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탈성매매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비 사업을 논하고 있다. 여러 수단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합의점을 찾고 있다. 특히 여성인권 

향상과 성매매 근절이라는 여성주의 담론과 도시재생 및 시민참여 계획이라

는 도시계획 담론이 맞물리면서 집결지 폐쇄의 당위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수원시 정부는 원도심의 재활성화와 수원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논의와 더

불어 지자체단장이 집결지 폐쇄를 공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공간

의 변형에 시정부는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정부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집결지의 정비사업 방식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묻는 등 명목상 참

여적 도시계획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정부와 지역 언론에 따르면 시민들

은 성매매 집결지의 정비를 지지하며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창출되길 원한다

고 한다. 이렇듯 지역 언론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주둔하며 여론조성을 하

고 있다.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류 여성주의 담론과 도시계획 담론이 

맞물리면서 지방정부의 집결지 폐쇄에 관한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3) 수원시 성매매방지 민·관 협의체에서 시정부의 여성정책 부서와 도

시계획 부서, 경찰, 교육청 등의 행위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비협

조적 관계를 나타난다. 시정부와 지역 여성단체의 관계에서 재개발의 방식에 

대한 대립, 불법영업이익과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문제 등 여러 논쟁점이 

있다. 시의회와 지역 여성단체, 여성정책기관을 중심으로 성매매 종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성매매 관련 의제를 담당하는 일부 여성의

원들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여성정책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대해 주류 여성주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지역 여성단체는 성매매피

해 상담소와 자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성매매 종사자와 공간에 긴밀한 관계

를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도 성노동을 주장하는 단체

와 연대하였기에 갈등적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원역 성매매 공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단

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성매매 종사자, 지역상인, 지역 언론 등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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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며, 권력적 효과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등장을 통해 젠더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탐색

하였다. 더불어 젠더 이슈에 관한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젠더 거버넌스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게다가 ‘누가, 어떻게, 성매매 공간을 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도시정치와 도시계획에 관해 학술논의에 기여하

고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 89 -

참 고 문 헌

강대균(2014), “수원의 위치와 지형”, 「수원시사 제1권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강명구(1997), “지방자치와 도시정치”, 「한국정치학회보」, 31(3): 109-128.

강미선(2012), “젠더 관점에서의 도시계획과 건축”, 「국토」, 10: 21-28.

강영수(1988),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강현아(2013),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주체의 역할”,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성주류화 거버넌스 구성 주체들의 

역할과 구축방안」 자료집 , 광주여성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6a),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정책보고서 2016-02.

                  (2016b), 「성매매의 특성과 과제:  성매매의 오해와 위험성을 

넘어서」, 정책보고서 2016-03.

고정갑희(2009). “매춘 성노동의 이론화와 성/노동/상품의 위계화”, 

「경제와사회」, 81: 112-130.

권혁성(2014), “수원시의 자치행정 실시와 변화”, 「수원시사 제4권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b), “수원시의회의 성립과 활동”, 「수원시사 제4권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김경미(2008),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의 문제점”, 「여/성이론」, 18: 79-98.

     (2009), “매춘(賣春 prostitution)”, 「여/성이론」, (21): 183-196.

김경희(2009), “지역발전정책에서의 성 주류화”, 이재경 엮음, 「국가와 젠더」, 

파주: 한울아카데미.

김백영(2014), “근대 식민도시 수원의 형성과 성격”, 「수원시사 제2권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김숙이(2015), 20~30대 ‘매춘 여성’의 생애이야기: 생존 전략과 경계 넘기의 

행위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 90 -

박사학위논문.

김애령(2008),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경제와사회」, 79: 254-273.

      (2010), “‘여자 되기’에서 ‘젠더 하기’로 : 버틀러의 보부아르 읽기”, 

「한국여성철학」, 13: 23-51.

김영주(2012), “충남 성 주류화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추진주체들의 역할과 

과제”, 「충남여성포럼」자료집 . 

김윤희(2006), 인천 숭의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연구 : 성매매방지법과 

시범사업에 의한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민(2016), “젠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와 

가능성”, 「이화젠더법학」, 8(2): 145-191.

김주희(2015), “한국 성매매 산업 내 `부채 관계`의 정치경제학”, 「한국여성학」, 

31(4): 217-252. 

      (2016), “여성 ‘몸-증권화’를 통한 한국 성산업의 정치경제적 전환에 대한 

연구”, 「경제와사회」, 111: 142-173.

김현미(2014), “젠더와 사회구조”, (사)한국여성연구소 엮음, 「젠더와 사회」, 

파주: 동녘. 

김홍식(2011), 현대 도시 산책자(Flâneur)로서의 장소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박사학위논문. 

김희식(2011), “20세기 인천의 도시화와 매춘문제 고찰”, ｢역사와 경계｣, 85: 

267-300.

      (2012), “동소문 밖의 사람들: 미아리일대의 역사･공간･삶”, ｢로컬리티 

인문학｣, 6: 91-130.

      (2016), 매춘공간의 포함과 배제 공간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1876~2010),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문순홍·정규호(2000), “거버넌스와 젠더: 젠더-친화적 거버넌스의 조건에 대한 

탐구”, 「Post-IMF Governance｣,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1-22. 



- 91 -

민경자(1999), “한국 매춘여성운동사”,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파주: 한울아카데미.

박재창(2010), 「한국의 거버넌스」, 서울: 아르케.

박정미(2011a),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묵인-관리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2011b), “식민지 성매매제도의 단절과 연속”, 「페미니즘 연구」, 11(2): 

199-238.

      (2014), “발전과 섹스”, 「한국사회학」, 48(1): 235-264.

      (2015),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한국사회학」, 49(2): 1-33.

서우석 외(2016), “도시 성매매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서울도시연구」, 

17(3): 117-142.

손정목(2003), “도시 50년사 11, 나비작전-종삼 소탕기”, 「도시문제」, 38(410): 

77-89.

송연옥(1998), “대한 제국기의 <기생단속령><창기단속령> -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과정-”, 「韓國史論」, 40.

수원시(2012),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14),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15),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보고서」. 

수원시의회(2016), 「수원시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따른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방안 연구」.

신박진영(2014), “성매매처벌법 시행과 성산업의 변화”, 「여성과 인권」, 11: 

101-125.

신상숙(2008),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여성학」, 24(1): 

83-119.

      (2011),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 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과 

여성운동”, 「페미니즘 연구」, 11(2): 153-197.

양해림(2003), “푸코의 남성주체에 관한 몸과 성의 담론”, 「범한철학」, 31: 



- 92 -

149-177.

엄혜진(2006), “1980년대 여성주의 성매매 반대 담론의 성격”, 「페미니즘 연구」, 

(6): 53-97.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집부(2008), “기획특집: 집창촌의 공간정치학과 

젠더/섹슈얼리티 재배치”, 「여/성이론」, 18: 4-98.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2006), 「전국 성매매 업소 집결지 실태조사 

보고서」.

오김숙이(2008), “집창촌 여성들의 하위문화는 존재하는가”, 「여/성이론」, 18: 

60-78.

오유석(2009), “동대문 밖 유곽-'청량리 588' 공간 구성의 역사와 변화”, 

「서울학연구」, 36: 101-135. 

왕재선(2014), “수원시의회의 성립과 활동”, 「수원시사 제4권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원숙연·박진경(2006),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한국여성학」, 22(4): 

85-124.

원숙연(2011), “젠더-‘거버넌스’? ‘젠더’-거버넌스?: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여성학 논집」, 28(2): 3-36.

윤선영·신영진(2013),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역대 정부 여성정책담당기구의 비교 및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7(2): 33-62.

이나영(2007),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한국여성학」, 

23(4): 5-48.

      (2009), “여성주의 ‘성노동’ 논의에 대한 재고”, 「경제와사회」, 84: 

132-157.

이남희(2013), ‘민주주의와 성별정치학’, 「역사와현실」, 87: 133-167.

이동근(2014), “수원의 3·1운동 전개와 성격”, 「수원시사 제8권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이명석(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한국행정학보」, 36(4): 321-338.

이선민(2016),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의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93 -

「이화젠더법학」, 8(2): 65-111.

이정은(2004), “[성매매‘근절’을 넘어서_탈성매매 여성이 말하는 성매매의 

진실]“공창제 이야기는 제발하지 마세요””, 「월간말」, 86-91.

이정희(2008), “[사진으로 만나는 근대의 풍경16] 허가받은 매매춘 공창 : 

‘성매매산업’ 시초가 된 일제의 ‘근대적’ 공창”, 「민족21」, 

154-159.

이현재(2006), “‘여성철학’의 시각으로 매춘을 보다”, 「여/성이론」, (15): 

254-269.

      (2008a), “성적 타자(sexual other)가 인정되는 도시 공간을 위한 시론: 

매춘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0: 

1-26.

      (2008b), “매춘의 도시지리학과 공간생산을 위한 투쟁”,  「사회이론」, 33: 

111-133.

이희영(2014), “생활세계로서의 용산”, 「한국사회학」, 48(1): 265-297.

장필화(2003), “여성과 성매매”, 「성매매 방지를 위한 민·관·학의 공조체제」,  

2003년 한국여성학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전상인(2017), 「공간으로 세상읽기-집·터·길의 인문사회학」, 서울: 세창출판사.

정미례(2007),　“성산업과 국가권력과의 유착관계, 그 책임을 묻다”, 

「성매매방지현장의 실천과 쟁점」, 서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2017),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와 수요차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자료집.

정부매(2014), “수원의 도시경관과 변화”, 「수원시사 제2권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정영태(2012), “지방 분권과 여성정책의 변화”, 「국제법무」, 4(2): 125-156.

정인경(2013), “신자유주의 시대 젠더 거버넌스: 기회와 위험”, 「국제정치논총」, 

53(4): 333-368.

정현백 외(2016).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 서울: 사람의무늬. 

정현주(2015),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 94 -

「대한지리학회지」, 50(3): 289-303.

조은(1990), “공간·계급·여성 –재개발지역 사례연구에 대한 한 페미니스트의 

후기-”, 「사회비평」, 4: 154-174.

    (1996),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 서울: 미래미디어.

진양교(1998), 「청량리의 공간과 일상 일과, 시장 그리고 유곽」,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실태조사 결과보고」. 

청소년위원회(2005),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실태조사 결과보고」.

최성욱(2004),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계의 거버넌스 

연구경향분석”, 「정부학연구」, 10(1): 239-261.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홍성철(2007), 「유곽의 역사」, 서울: 페이퍼로드.

황은정 외(2015), “성주류화 정책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형성가능성-서울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모니터링 과정 분석-”, 

「사회과학연구」31(2): 183-208.

황진태·정현주(2015),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에 다중스케일적 접근 접목하기”, 

「대한지리학회지」, 50(1): 123-139.

Butler, Judith(2008), 「젠더 트러블」, 조현준 옮김, 파주: 문학동네.

Foucault, Michel(2011),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옮김, 서울: 난장.

               (2016), 「성(性)의 역사1」, 이규현 옮김, 서울: 나남.

Healey, Patsy(2004), 「협력적 계획」, 권원용·서순탁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Collaborative Planning, London: Palgrave, 1997.

Jon Pierre, B. & Guy Peters(2003), 「거버넌스, 정치 그리고 국가」, 정용덕 외 

엮음, 서울: 법문사,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Kooiman, J.(1993),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1999), “Social-Political Governance: Overview, reflections and 



- 95 -

design”, Public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Theory, 1(1): 67-92

Massey, Doreen B.(2015),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Space, Place, and Gende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McDowell, Linda(2010),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2013. 

Rhodes, R. A. W.(1996),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Vol.44(4): 652-667.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2000), “The Governance Narrative: Key Findings and 

Lessons from the Erc’s Whitehall Programme”, Public 

Administration, 78(2): 345-363.

Rose, Gillian(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정현주 옮김, 

파주: 한길사,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Cambridge: Polity Press, 1993.

Stoker, Gerry(1998),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55): 17–28.

Valentine, Gill(2014),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박경환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Essex: Pearson, 2001. 

Venkatesh, Sudhir(2014), 「플로팅 시티」, 문희경 옮김, 서울: 어크로, Floating 

city: a rogue sociologist lost and found in New York's 

underground economy, London: Penguin Press, 2013.



- 96 -

Abstract

Social Interactions among Major Actors 

over the Closure of Red-Light District 

in Suwon, South Korea

– From Gender-Governance Perspective -

Choi, Heeji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looks at social interactions among actors regarding the closure of 

red-light district in Suwon through gender-governance perspective. Based on 

archival analyses, interviews, and site visits, the research investigates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changes related to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of demolishing prostitution space in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of South Korea. And It focuses on dynamic interactions among actors such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omen’s organization, sex workers, media, 

police and so on. This is because the space can be transformed de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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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interaction among these actors and regional situation in variou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rostitution space has been maintained under legitimate 

control and connivance, prohibition of Korean government. The red-light 

district has been formed and transformed in downtown along with Suwon 

City’s growth about one century. This site has formed window prostitution 

which can be consumed by seeing and the bounded place where youth are 

not allowed to travel. It also quite dynamic and floating phenomenon of 

transnational city that male migrant workers, women sex workers, beggar, 

taxi, cash flows meet at this place. 

Second,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governance for preventing 

prostitution since enacting the special law on sex trade and trafficking.     

It focuses on role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women's organization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The governance has 

discussed ways to demolish this site by mean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helping sex workers to escape from. As a result of their interactions, 

Local government’s argument has been justifying through discourse such as 

mainstream feminist and collaborative planning. 

Third, the governance includes department of women policy and urban 

planning in local government, local women’s organization, polic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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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members show non-cooperative relationships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or different opinions. To be specific, there are controversial 

issues such like methods of urban planning, recapturing illegal profit or 

development gai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women's organization. However, city councilor and women's organization has 

discussed plan to enact for empowering the women. As results of these 

interactions, the women resist pressure to displace the place by asserting sex 

workers’ right to live.

This study reveals that cooperation and conflict relationships among 

actors have impacts on making decision to find the right time and the 

reasonable strategy regarding the closure of the prostitution space.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urban politic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in the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the prostitution space. 

Keywords : Social Interactions, Gender, Governance, Urban Politics, 

Red-Light District, Suwon City

Student Number : 2015-2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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