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2. 06.

주식회사
차차커뮤니케이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
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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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21년 기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식회사 차차커뮤니케이션

대 표 자

유충근 대표이사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2021년 10월 ~ 12월 일평균 94,000명 이용
약 130억원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

* 2020년 11월 법인 변경으로 21년도
매출액을 기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유충근 대표이사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2021. 01월 04일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2021. 01. 04.)
- (신고·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발견 시 신고기능을 통해 접수하며,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 진행
- (제목·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제목·명
칭등에 대해 식별 및 검색이 되지 않도록 설정
-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 필터링(공공 DNA DB 또는 상용 필터
링, 자체 필터링)을 통한 영상물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 여부 판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팝업 또는 공지사항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촬영물등 의심 영상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그 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자체 교육을
통한 모니터링 인력의 인식 제고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적발된 이용자들에 대
한 공지를 통해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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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내부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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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신고기능 마련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계 법령(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10일부터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영상물 발견 시 신고버튼을 통해서도 신고접수 가능
하도록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현황>

PC

Mobile

www.megafile.co.kr/customer/mantoman_
write.php?category=6

m.megafile.co.kr/webhard/view.php?id=컨
텐츠번호&category=&subcategory=&type=
rank&page=1&sub_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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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 메가파일 고객센터, 1688-7587 운영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의심영상물에 대한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상담이 어려운 경우 메일을 통한 상시 신고 가능
<고객센터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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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
-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능 적용

유해단어
리스트

PC

Mobile

검색결과
제한 화면

○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
- 불법촬영물등 검색에 자주사용되는 단어 설정 여부,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포함) 적용 여부 등 기재
구분

연관검색어
노출 제한

PC

Mobile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동완성
검색어
노출 제한

- 11 -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2021년 10월부터 기존 불법음란물 필터링 관련 업
체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
05월 성능평가 기술 적용을 완료하였습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제한 기술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특징정보 획득 및 DB 구축
② 특징정보 추출 및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 수신
③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정보 추출하여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로 전달
④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정보가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에 존
재하는지 비교 요청
⑤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일치/불일치)를 수신
⑥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를 ‘게재 제한 기술’에 전달하고 식별
결과가 일치하면 게재 제한, 일치하지 않으면 게재 허용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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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인 메가파일은 동영상 업로드 시 불법촬영물등
게재제한 기술 적용완료
순 번

서비스명

필터링 적용

적용 기술

미적용 사유

1

메가파일(웹하드)

유

상용SW기술
((주)버킷스튜디오)

-

(화면)
구 분

PC

Mobile

불법촬영물 등록 시 해당 영상물은
메가파일

사이트에 노출되지 않으며, 자동

(웹하드)

삭제 후 등록한 회원에게 쪽지가

모바일에서는 업로드 불가

발송됩니다.

구 분

성능평가 통과서류

메가파일
(웹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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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계약 서류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사전경고 조치 시행
- 불법촬영물 유통적발시 조치 사항 공지 등
<고객센터 운영 현황>

PC

Mobile

www.megafile.co.kr/webhard/write.php

m.megafile.co.kr 하단

○ 로그기록 보관
-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추정되는 영상물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있으며, 로그
기록이 위·변조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3년간 유지·관리하고 있음
<로그종류>
① 신고·삭제요청 처리에 포함하는 로그 기록 : 신고일자·유형 처리결과 등
② 검색기반 필터링에 포함하는 로그 기록 : 설정 단어 유형·등록일자·삭제일자·검
색제한 필터링 작동여부 등
③ 특징기반 필터링 및 게재제한에 포함하여야 할 로그기록 : 파일명, 게시번호, 업로드,
계정/일시/결과 값, 필터링 작동여부, 차단값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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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기록 현황>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 등 자체 노력 중
-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고 포스터 노출을 통한
이용자 경각심 고취
<홍보 및 켐페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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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자가 마련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등
-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한 간편신고로 불법촬영물의 빠른처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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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2021. 1. 1. ~ 12. 31. 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별
지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삭제요청 건수 없음
<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관련 규정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약관 및 정책 : www.megafile.co.kr/customer/use.php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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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회사내 신고·삭제 요청시 처리 프로세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접수될 경우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촬영물등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삭제ㆍ접속차단을 한다. 단, 확인ㆍ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해당 불법촬영물등 게시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및 주의 안내를 쪽지를 발송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게시물에 대해 특정 단어 및 검색어를 취합하여 검색 차단 조치를 한다.
④ 불법촐영물등 게시물에 대해 해시값 제재를 통해 추후 재발을 방지 한다.
⑤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처리 내용을 안내한다.
< 신고 및 유통방지 절차 >

- 이의제기 시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을 통해 진행한다.
○ 기타 운영관련 사항
①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
록되도록 하고, 3년 이상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이상 보관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연 2시간 이상)

- 18 -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

분

정

부

성

명

유충근

김해뜰

부

서

직

책

지정일

운영팀
대표이사

팀장

2020. 11. 23.

2021. 02. 20.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 분

교육일
(수료일)

교 육 명

참 석 자

시 간

교육기관

교육참여

2021년 02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

김해뜰 팀장

1시간

자체교육

법정교육

2021년 05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

유충근 대표

1시간

자체교육

교육실시

2021년 09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

운영팀 9명

1시간

자체교육

교육실시

2021년 11월

불법촬영물 등 책임자 교육

유충근 대표

2시간

방통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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