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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은 서울시 “디지털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서울시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의
약속
1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2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은 디지털 민주시민의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은 활동 중 알게 된 타인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알선·청탁을 하는 등 신분을 오·남용하지 않습니다.

5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 활동 중 약속에 어긋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활동 자격과 봉사시간 부여 등의 특전이
상실될 수 있으며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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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서울시와 함께
안전하고 평등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 인원

최대 1,000명

• 대상

서울 거주자, 서울 소재 학교·직장 등 서울에서 주로 생활하는 시민
본인 계정의 SNS, 메신저와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시민

• 사전 교육 2019년 10월 27일(일) 14:00~16:30, 서울시청 다목적홀
• 발대식

2019년 11월 말 예정, 서울시청 다목적홀

• 활동 기간 2019년 10월 21일~12월 8일(기간 중 총 5주간)
• 주요 활동 디지털 성범죄 감시 및 신고 등 모니터링 후 활동보고서 제출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캠페인, 정책 제안 공모 등 참여
사전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정책 제안 토론회 참여
• 활동 특전 서울시장 위촉장, 봉사활동 시간, 우수 활동 인센티브 등
- 봉사활동 시간: 사전 교육 참여(2시간),
모니터링 활동(총 10시간, 보고서 제출 시),
발대식 참여(2시간), 정책 제안 토론회 참여(4시간)
- 우수 모니터링 활동 인센티브: 정책 제안 토론회 참여 시
서울시장 표창 등 제공

• 문의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사무국
이메일 monitoring@seoulcitizen.kr
카카오톡 채널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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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모니터링단
활동 일정
구분

기간

모니터링단 모집

~10월 30일(수)

활동 대상자 발표

1차 10월 17일(목)

비고

개별 공지

2차 10월 24일(목)
3차 10월 31일(목)
1365 자원봉사

10월 17일(목)~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포털 가입

11월 3일(일)

봉사활동 시간 인증을 위한 필수 절차

온라인 교육

10월 18일(금)~27일(일) 기간 이후에도 상시 교육 가능

사전 교육

10월 27일(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14:00~16:30

참여 시 봉사활동 시간 2시간 부여

10월 21일(월)~

주 1회 2시간 기준 봉사활동 시간 부여

11월 24일(일)

(활동보고서 제출 필수)

1차 모니터링 결과 분석

11월 11일(월)~24일(일)

전문가 분석

정책 제안 토론회

11월 11일(월)~17일(일)

모니터링단 대상 선발

모니터링단 발대식 및

11월 말 예정

서울시청 다목적홀

정책 제안 토론회

(일정 추후 공지)

참여 시 봉사활동 시간 2시간 부여

1차 모니터링

참가자 모집

(정책 제안 토론회 4시간)
2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종합 결과

11월 25일(월)~

주 1회 2시간 기준 봉사활동 시간 부여

12월 8일(일)

(활동보고서 제출 필수)

12월 9일(월)~22일(일)

전문가 분석

분석 및 평가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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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활동 가이드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준비
온라인 플랫폼 [On! Seoul Safe] 접속 seoulcitizen.kr
• 모니터링단 합격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모니터링 회원으로 자동 등록되어 있습니다.
- 아이디: 모니터링단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
- 비밀번호: 모니터링단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전화번호에서 010을 제외한 8자리
(예시: 아이디 monitoring@seoulcitizen.kr/비밀번호 12345678)
• 온라인 플랫폼(seoulcitizen.kr) 로그인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 1365.go.kr
• 봉사활동 시간 확인과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인증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1365 자원봉사 포털(1365.go.kr)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 후(기존 아이디 사용 가능) 해당 아이디를 온라인 플랫폼
개인 정보에 등록하셔야 모니터링 활동 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매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친구 추가
• 모니터링단 운영사무국은 주로 이메일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를 접수하고
관련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에서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친구로 추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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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범위
• 구글 및 포털,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 지정한 모니터링 대상(채널)에서 검색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디지털 환경 모니터링
• 모니터링 활동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유포 협박” 유형은 모니터링 범위에서 제외

불법 촬영
타인의 전신 또는 신체의 일부분, 뒷모습, 치마 속, 가슴, 얼굴, 나체
등을 비롯해 용변 보는 장면, 성행위 장면 등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

유통, 공유
불법 촬영물을 유통, 공유하는 사업자, 이용자

비동의 유포, 재유포
불법 촬영물 또는 타인의 촬영물을 동의 없이 업로드하거나 단톡방에
유포하는 등의 행위
: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후 온라인 공간에 게시,
  합의하고 촬영한 성적 영상 또는 합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동의 없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 최초 유포자 혹은 제삼자에 의한 재유포 등

사진 합성
일상적인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과 합성, 변형 후 유포
: 소위 지인 능욕, 지인 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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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단톡방 성희롱, 온라인 커뮤니티 성적 명예훼손, 게임 중 성적 모욕,
  명예훼손성 성적 명의·사진 도용

디지털 그루밍
대인관계와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조종 기술을
사용해 성 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 폭로를 막기 위한 일종의 길들임
행위

모니터링 대상
• 구글 및 포털 검색 결과와 그에 따른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SNS 등 연결 결과
• SNS 검색 결과를 통한 게시글 또는 계정 연결, 외부 사이트나 오픈 채팅방 유인 결과
•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 검색 결과
• 각 모니터링 대상의 신고 정책과 신고 시스템

구글 및 포털

SNS

커뮤니티 사이트

구글, 네이버, 다음,

트위터,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인벤,

유튜브 등

페이스북 등

루리웹, 클리앙 등

구글

트위터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1

google.co.kr

twitter.com

네이버 naver.com

인스타그램 instagram.com

디시인사이드 dcinside.com

다음

페이스북

인벤

daum.net

facebook.com

유튜브 youtube.com

inven.co.kr

루리웹 ruliweb.com
클리앙 clien.net

1 알렉사닷컴(www.alexa.com/topsites/countries/KR)

2019. 10. 현재 기준 Top 50 이내 사이트

활동 핸드북 7

모니터링 프로세스
• 모니터링 대상 채널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결과가 없으면, 결과 없음으로 종료
• 범죄 유형별 세부 사항을 숙지하고 범죄 유형 분류를 선택
• 검색 결과에 바로 직접적인 내용이 나온 경우는 [직접 결과], 외부 링크나 계정을
안내하면 [유인]을 선택
1단계

모니터링 대상 채널 선택(구글 및 포털, SNS, 커뮤니티 게시판)

2단계

키워드 검색

예시 키워드 검색, 예시 키워드 변형·응용 검색

」검색 결과

있음(진행)/없음(종료)

범죄 유형 분류

불법 촬영/유통·공유/비동의 유포·재유포/

3단계

사진 합성/성적 괴롭힘/디지털 그루밍
4단계

수집 대상 분류

직접 결과/유인

5단계

검색 결과 기록

기록: 타이틀, URL(계정), 연관 검색어 등

6단계

」게시물 타이틀

게시물 제목 또는 계정명(닉네임)

」게시물 URL

게시물 URL 또는 계정(ID)

」연관 검색어

결과와 함께 노출된 연관 검색어 또는 연관 계정명

신고

해당 플랫폼 내 신고 기능 있음/없음

」신고 기능 있음

신고 시 로그인 여부

」신고 결과 처리

신고 결과 처리에 대한 안내 있음/없음

」신고 여부

신고 했다/신고 안(못) 했다

• 1~6단계 방식으로 2시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와 해당 회차 모니터링 전체에 대한
평가를 활동보고서에 기록
• 신고 결과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작성한 활동보고서에 결과 처리 사항을 추가로 기재
※ 활동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seoulcitizen.kr)에서 작성합니다. 작성 내용이 너무 미흡하면
봉사활동 시간 인증이 반려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 동안 성실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꼼꼼히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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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활동 가이드
• 모니터링용 이메일 계정, SNS 계정 생성 권장
-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계정을 활용하거나 모니터링용 새 이메일 계정 생성 권장
- SNS도 새로 만든 이메일로 새 계정을 만들거나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계정 사용 권장
※ 기존 사용 중인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검색할 경우, 기존 사용 패턴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결과값이 나올 수 있고 또한 모니터링 활동으로 인해서 기존 아이디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키워드 검색: 개별 단어 또는 조합, 초성, 공백, 된소리, 줄임말 등으로 응용 검색
<키워드 예시>
불법 촬영/유통,

사진 합성/성적 괴롭힘/

공유/비동의 유포, 재유포

디지털 그루밍

길거리, 고딩, 일반인, 지인, 노출,

능욕, 합성, 아헤가오, 노예, 주인,

만취, 은꼴, 딸감, 후방주의, 얼싸,

ㅇㄷ, ㅇㅈ, ㅈㄱ

도끼, 슴골, 엉골, 제보, 관전, 공격,
ㅇㅉ, ㅇㅆ, ㄸㄱ

•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10개까지만 또는 3페이지 미만으로 추적하고
새로운 키워드로 검색 시도
• 신고는 플랫폼 내 신고 시스템을 이용, 신고 시스템의 상태와 결과 처리도 모니터링
: 기타 연계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니터링 평가] 작성 시 관련 내용을
  작성하거나 운영사무국으로 문의

운영사무국

monitoring@seoulcitizen.kr
카카오톡 채널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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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구분

문제 항목(중복 체크)

불법 촬영

타인의 신체(전신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영상,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인가?
이미지 속 인물이 촬영 중임을 인지하고 있는가?

유통, 공유




타인의 신체(전신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영상,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 등과 함께 더 많은 내용 제공을 원하는 경우 개인적인



연락할 방법을 안내했는가?
타인의 신체(전신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영상,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 등과 함께 타 사이트나 채널 또는 계정으로 이동 가능한



링크를 제시했는가?
비동의 유포,

불법 촬영 또는 합의하고 촬영했거나 스스로 촬영한 사진·영상,

재유포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더라도 이미지 속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온라인 공간에 게시했는가?
사진 합성

타인의 신체(전신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영상,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인 형태로 변형했는가?



타인의 신체(전신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영상,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영상,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와 합성하여 게시했는가?
성적 괴롭힘

타인의 신체(전신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영상,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에 대한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영상,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를 게시했는가?
게시물의 제목, 내용, 댓글 또는 대화 중 이미지 속 인물이나
특정인을 지칭하여 성적 대상화, 비하, 모욕 등의 표현을 했는가?
디지털 그루밍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조종의 표현을 하며
성적으로 착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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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니터링단
Q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은 무엇인가요?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은 서울시 “디지털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통합시스템을 마련해
사이버 상의 젠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시민과 함께 안전하고 평등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Q 모니터링단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과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채팅 상담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채널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채팅 상담: 평일 오전 11시~오후 5시)
• 이메일 monitoring@seoulcitizen.kr
• 전화 02-332-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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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활동
Q 모니터링단 활동 기간이 궁금합니다. 일부만 참여해도 되나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은 예정된 활동 기간에 모두 활동하실 수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예정된 모니터링단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교육 2019년 10월 27일(일) 14:00~16:30, 서울시청 다목적홀
• 발대식

2019년 11월 말 예정, 서울시청 다목적홀
• 모니터링

기간 2019년 10월 21일~12월 8일(기간 중 5주간)

Q 모니터링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모니터링단은 포털과 SNS, 커뮤니티 게시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감시와 신고 활동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키워드 검색 및 수집, 해당 채널의 신고 범위 및 예방 정책과
후속 조치 관련 보고, 자체 신고 기능을 활용한 신고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캠페인 홍보,
정책 제안 토론회 참여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부득이하게 사전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 활동할 수 없나요?
모니터링단 사전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는 필수사항이지만, 오프라인 사전 교육은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모니터링단 활동이 가능합니다.

Q 정책 제안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정책 제안 토론회 참여자는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11월 중순 모집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참여자는 정책 제안 관련 추가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토론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시간(4시간)을 별도로 부여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모니터링단 대상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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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Q 활동보고서는 어떻게 쓰나요?
활동보고서는 별도의 양식을 마련할 필요 없이 온라인 플랫폼 로그인 후
활동보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작성 폼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기본 정보는 자동 입력되며, 나머지 빈칸을 모니터링 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채우고
관련 파일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작성을 끝내지 않은 상태로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임시 저장되며,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니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했는지
잘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활동보고서 작성과 제출 기간은 언제인가요?
모니터링 활동은 주 1회 모니터링, 주 1회 활동보고서 작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 편하신 때에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바로 활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보고서 작성과 제출 기간을 시스템으로 제어하지는 않아서 부득이하게 바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능한 때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주 1회 2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는 점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제출한 활동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 완료한 활동보고서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검토가 끝나지 않은 보고서는 임시 저장으로 저장하시고, 반드시 검토를 마친 후에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꼭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운영사무국에 문의해서 승인된 경우에
한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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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시간
Q 봉사활동 시간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은 모집 시 안내드린 대로 기본 모니터링 활동
시간 대비, 활동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보고서 1회 제출에 2시간씩 부여됩니다.
그 외 교육, 발대식 등 부가 활동 참여 시에도 별도 시간이 부여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
 니터링 활동 주 1회 2시간 기준, 총 5주간 10시간(활동보고서 제출 필수)
•사
 전 교육 참여 2시간
•발
 대식 참여 2시간
•정
 책 제안 토론회 참여 4시간

Q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봉사활동 시간 확인과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은 기본 5주 동안 모니터링 활동을
끝내고 활동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후(12월 중) 기본 모니터링 활동 외에
사전 교육, 발대식 참여 등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한 내역을 포함해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을 통해 일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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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피해자 지원 기관 안내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유포·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 2, 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유통·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 7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제92조, 제104조

유포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07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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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45호, 2019. 8. 20., 일부개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 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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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2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전문개정 2008. 6. 13.]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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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 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 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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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 6. 13.]

제70조(벌칙)
① 사 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 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6. 3. 22., 2018. 6. 12.> -중략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중략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중략-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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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벌칙)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중략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중략-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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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 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22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정보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2(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2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5. 12. 1., 2017. 7. 26.>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송 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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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5. 1. 20., 2015. 12. 1.,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중략1. -중략-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중략-

제104조(과태료)
③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11., 2018. 12. 24.>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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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 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 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 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 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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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기관 안내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나무여성인권상담소)
상담 신청 방법

digital_sc@hanmail.net   

상담시간

월~토, 10:00~17:00

02-2275-220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 신청 방법

(비공개) 게시판 www.women1366.kr/stopds
02-735-8994

상담시간

전화 상담은 평일 10:00~17:00(점심 시간 12:00~13:00)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나, 답변 시간은 평일 10:00~17:00)

  1366 여성긴급전화
상담 신청 방법

국번 없이 1366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 신청 방법

hotline@cyber-lion.com   

상담시간

전화 상담은 평일 13:00~17:00

02-817-7959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
상담 신청 방법

soraeliminate@gmail.com   

채널톡 dso.channel.io

070-8285-6066
상담시간

전화 상담은 평일 10:00~17:00(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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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지지동반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찾아가 다양한 서비스를 긴급 지원하는 활동가입니다.
• 찾 아가는 면접상담 혼자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경찰서에 신고하기 힘들 때
지지동반자가 직접 찾아가서 심리적 지지와 상담을 지원합니다.
• 진술 동행 불법 촬영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할 때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동행합니다.
• 채증(증거수집) 방법 안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것을 알았을 때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진술 시 제출할 증거, 사건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지원 방향 찾기 피해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나 대응이 필요한지 지원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 기관 연계 의료/심리상담 기관 연결, 삭제 지원기관을 연계, 안내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촬영물 단톡방, SNS 등에 유포 및 재유포
•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협박
• 웹하드 등에 유통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단톡방 등에 사진, 영상과 함께 성적인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하는 경우
온라인 상담  

seoulcitizen.kr
digital_sc@hanmail.net(월~토, 10:00~17:00)

		
전화 상담

02-2275-2201(월~토, 10:00~17:00)

나무여성인권상담소 | www.namuright.or.kr
차별과 폭력을 넘어 모두가 평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사회,
내 것에 대한 아집을 벗어나 함께 하는 자비로운 세상,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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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 시스템 서울형 플랫폼

On! Seoul Safe
seoulcitizen.kr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IDOO 캠페인
  디지털 성범죄 아카이브

※ 원활한 사이트 이용을 위한 브라우저 최적화 환경
• Firefox, Chrome, Safari, Explorer9 이상
• 반응형 사이트: 모바일, 태블릿, PC 등 화면 해상도에 맞춰 최적화

seoulcitize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