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작성양식 >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2. 01. 26

주식회사
더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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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1월 26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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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21년 기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식회사 더블미디어

대 표 자

박효창, 이병근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인터넷개인방송(팬더티비) / 약 30만명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672억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표이사 이병근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2022. 1월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서 작성 및 대표이사 결제 완료
○ 신고 접수 및 처리 방법, 금칙어설정, 영상물 식별 및 게재 제한, 사전경고, 관
리조직 구성, 교육 방법에 대한 관리 지침 설정되어 있음
1)

신고 접수 : 서비스내 신고센터 불법촬영물등 신고게시판을 통하여 접수
- 닉네임, 방송제목, 채팅에 대한 금칙어 설정하고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련 단
어 주기적인 업데이트
- 불법촬영물 영상물 식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DNA DB API 기술을 적용
- 년 1회 이상 운영팀원에 대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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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내부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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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신고기능 마련
- 홈페이지 → 신고센터 → 불법촬영물 등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2)

PC Web Page : https://www.pandalive.co.kr/customer/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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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Web Page : https://m.pandalive.co.kr/my/report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처리 부서 : 팬더티비 고객센터
고객센터 연락처 : TEL 1668-1682 / FAX 02-513-3598
○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
본사의 인터넷방송서비스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검색어 입력을 통한 접근보다는,
실시간 방송 시청중 채팅 내용, 방송제목 등으로 접근이 용이함
따라서, 원천적으로 입력을 제한 하기 위하여 채팅, 닉네임, 아이디, 방송제목에 대
하여 금칙어 등록을 통하여 문구의 입력을 원천 차단하며 관리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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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닉네임에 금칙어 단어 포함시 입력 불가

2.

방송제목에 금칙어 단어 포함시 입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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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팅내용에 금칙어 단어 포함시 표시 안됨 (OO표시)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
관리자 페이지에서 금칙어 추가 및 수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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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 필터링 적용 방법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시작시 필터링 모듈 서비스에 필터링 요청 시점부터 1초간
격으로 1프레임을 추출 후 30프레임이 되면 필터링 모듈을 통하여 불법촬영물 유
뮤를 감별 한다.
기술적 필터링에 의하여 검출이 된 경우 관련 부서(모니터링팀)에 알림 메시지를
발송 하여 즉각 조치 하도록 유도 한다.
4)

진행 상황 및 이행 계획
2021년 11월 05일 : 필터링 기술용 서버 구매 완료
2021년 11월 06일 : 필터링 적용 기술 개발 착수 (국가기관제공 모듈 적용)
개발 완료 및 적용 : 2022년 06월 이전 완료 예정
▶

도커(Docker)기술을 통한 테스트 결과 정상 작동이 되고 있음은 확인되었습니다.
본사의 서비스에 맞춘 Node.js 용 필터링 모듈 개발 진행중입니다.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사전경고 조치 시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페이지에 사전경고 내용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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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Web Page : https://www.pandalive.co.kr/customer/notice/1329510
Mobile Web Page : https://m.pandalive.co.kr/bbs/view/1329510

로그기록 보관
불법촬영물 신고 접수 로그 기록 보관 방식
접수된 신고의 내역은 Jira Service Management 를 통하여 통합 기록 보관됨
자료 보관기간 : 3년
Atlassian사의 Jira Software 프로그램 구매하여 사용중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불법 음란 등의 유해한 방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Clean Panda 캠페인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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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 방송의 송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실시간 송출 되는 모든 방송에 대
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재 구축
유해 영상 송출시 즉시 송출 차단 및 이용자 제재 실시중
- 모니터링 전담 부서 : 3교대조 총 26명 근무중
○

유해성이 의심되는 방송을 이용자가 쉽게 신고할수 있는 기능 마련
- 신고 버튼

○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기간 : 2021.01.01 ~ 12.31
신고 건수 : 0건
처리 건수 : 0건

<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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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관련 규정
- 팬더티비 방송 기준
○

https://www.pandalive.co.kr/policy/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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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의 영상 또는 방송 송출시엔 매우 중대한 운영정책위반으로 해
당 회원에 대하여 영구 이용정지 처분 하고, 재가입 불가 및 접속 IP를 차단 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제재 처분
○

○

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기타 운영관련 사항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과 고객센터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
로 하여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 사원 입사시 업무 투입 전 직
무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처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신고 처리 결과, 신고인 안내 내용등의 모든 이력은 불
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센터에 자동으로 저장 되고 있습니다.
저장된 모든 이력은 3년이상 보관 됩니다.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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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부

성

명

이병근

장준영

부

서

운영팀

운영팀

직

책

대표

과장

2020. 12. 18.

2020. 12. 18.

지정일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 분

교육일
(수료일)

교 육 명

참 석 자

시 간

교육기관

교육실시

2021-04-07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모니터링 교
육

운영팀 24명

1시간

자체교육

법정교육

2021-08-23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장준영 과장

2시간

방통위

법정교육

2021-11-29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이병근 대표

2시간

방통위

교육 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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