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1. 1. 22

씨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20년 12월말 기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씨나인

대 표 자

이호철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오늘의 유머 / 약 13만명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9000만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이호철

2.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위한 모니터링 (2020 ~ 현재)
신고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게시물 및 댓글의 신고하기 클릭 ->
신고 분류 (불법활영물등) 선택 -> 신고하기

○

불법촬영물 등 신고 안내 온라인 페이지 운영
(http://www.todayhumor.co.kr/board/to_admin/write.php) : 2020 ~ 현재
사이트 왼쪽하단의 운영진에게 바란다 클릭 ->
삭제요청 선택후 불법촬영물등 문의내용 작성 및 보내기 클릭

○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절차 마련 (2020년도)
불법촬영물등 신고확인 -> 게시물 삭제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후
결과에 따라 처리 -> 신고자에게 처리 안내

○

청소년 유해물 삭제 및 게시자 글쓰기 방지등의 조치 실시 : 2020
~ 현재
모니터링 및 신고확인후 유해게시물 및 댓글등을 적발시 삭제조치 ->

적발이 반복될 경우 해당회원의 게시물 및 댓글 작성금지등의 제한조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관련 검색어 검색금지 실시 : 2020. 12월
[성착취] [몰카] [음란물] [불법촬영물]등의 키워드 검색금지 조치
지속적으로 관련 검색어 업데이트예정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등을 위한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 2020년
~ 현재
사이트 하단의 운영게시판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등에 관한 의견등을 등록할수 있습니다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대상기간 : `20.12.10. ~ 12.31.(신고건수 없음)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관련 규정 ) 불법촬영물 및 성행위를 묘사한내용등의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및 방송통신위원회 외 아래 11개 단체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후 조치
기관·단체명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제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제주YWCA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대한 절차)

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시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
고 불법촬영물등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을 한다. 단, 확 인·판단이 어

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해당 불법촬영물 등 게시자에게 경고문구 등 주의 안내를 보낸다.
③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결과를 회신한다.

○

(기타 운영관련

사항)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①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 템이 항
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 로 실시한다.
②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 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3년이상 보관한다.
③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4.

구

분

정

부

성

명

이호철

황규철

부

서

운영

운영

직

책

대표

직원

2020. 12. 12.

2020. 12. 12.

지 정일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5.
구

분

교육일

교 육 명

참 석 자

시 간

교육기관

교육실시 2020-12-18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

운영팀2명

2시간

자체교육

교육실시 2020-12-18

운영팀2명

1시간

자체교육

불법촬영물 사례 및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