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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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티비이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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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20년 12월말 기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식회사 티비이엔엠

대 표 자

이재우 대표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피디팝컨텐츠다운로드서비스 / 50,585명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10억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이재우 대표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1)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위한 DNA 필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2015. 04~현재)
2)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위한 전담 운영팀 부서 구성 및 고객센터 (1600-8744) 운영 (2011~현재)
3) 불법촬영물 신고 안내 및 권리 정보 침해 신고 센터 운영 (http://redbell.pdpop.com/)
(2017.09~현재)

4) 게시물 등록정보 내 신고하기 기능 제공 (2011.03~현재)

5)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처리 관련 내부 가이드 라인 구축 (2017.09~현재)

① 검색어 필터링 등록 > 성인 검색 금칙어 등록
② 검색어하여 게시물 비노출 확인
③ 해시값 필터링 등록 > 성인물 해시 정보 등록
④ 업/다운로드 시 차단되는 부분 확인
6)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페이지에 청소년 유해물 표시 및 접근제한 (2012.01~현재)

7) 불법촬영물 관련 단어 회원 검색시 검색 차단 (2012.01~현재)

8)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고객센터 공지 홍보글 등록 (2017.03~현재)

9)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공표
10)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쪽지 발송을 통한 회원 안내 (2018.01~현재)

1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위한 주기적인 사내 교육 실시
1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및 처리결과 기록하여 보관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법시행일 대상 기간 기준 (2020.12.10.~2020.12.31.)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접수 없음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1) 불법촬영물등 신고에 대한 사내 규정
①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접수 시 24시간 이내 처리 (삭제, 검색금칙어 등록, 해시차단)
②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2일 이내에 회신 (평일 24시간, 주말/공휴일 48시간 이내)
③ 불법촬영물 게시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불법촬영물 공유 금지 안내 쪽지 발송
④ 불법촬영물에 발견 시 운영팀 내부에서 내용을 공유하여 모니터링 강화
⑤ 신고 및 처리 건수를 기록하여 문서화

2)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대한 절차
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게시물에 대한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시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 및 불법촬영물 게시물에 대한 확인
② 게시물 검수 후 게시물 즉시 삭제
③ 해당 불법촬영물에 대한 차단조치 (검색금칙어, 영상물에 대한 해시 차단)
④ 해당 불법촬영물 게시자 제재 조치 및 불법촬영물 공유 금지 안내 쪽지 발송
⑤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처리 결과 회신
⑥ 처리결과 기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3) 기타 불법촬영물 운영관련 사항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역할
①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필터링 및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②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및 관리 인원에 대한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③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기록 보관
④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5년 이상 보관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 분

정

부

성 명

이재우

김총양

부 서

운영팀

운영팀

직 책

대표

팀장

지정일

2020.05.01

2020.05.01.

6.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구 분

교육일

교 육 명

참 석 자

시 간

교육기관

교육실시 2020-05-28

불법촬영물 권리침해 신고 및
유해정보 신고 처리 절차

운영팀 8명

1시간

자체교육

교육실시 2020-06-25

불법촬영물등 신고자
개인정보 관리 강화

운영팀 8명

1시간

자체교육

교육실시 2020-07-29

불법촬영물등 관리 자료 배포
관리 가이드 정책 안내

운영팀 8명

1시간

자체교육

교육실시 2020-08-26

불법촬영물등 유출시
관계법령 숙지

운영팀 8명

1시간

자체교육

교육실시 2020-09-23

불법촬영물 업/다운로드
모니터링 강화

운영팀 8명

1시간

자체교육

교육실시 2020-10-28

청소년 유해물
윤리 심의 규정 기준

운영팀 8명

1시간

자체교육

교육실시 2020-11-25

불법촬영물등 영상
게시물 삭제 및 처리절차

운영팀 8명

1시간

자체교육

교육실시 2020-12-23

불법촬영물 및 개인정보 동영상
회원 안내 및 정책

운영팀 8명

1시간

자체교육

7.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삭제요청서 홈페이지 게시
권리침해 신고센터 : http://redbell.pdpo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