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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
≐≐ 최근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성폭력범죄는 꾸준히 증가
하였는데,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증가에 원인이

화되고, 소셜미디어나 SNS 등을 통한 정보가 활
발히 공유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에 많은 긍정적

있다. 디지털성범죄(‘카메라 등이용 촬영죄’와

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를 위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18년 현재 인구 10만

진보하는 과학기술이 일부 여성에게는 오히려 폭

명당 14.4건 발생하여, 최근 12년간 약 9.0배 증가
한데 비해, 그 외 성범죄(‘강간’, ‘강제추행’등)의

력과 학대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

경우 47.5건으로 약 1.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가 바로 디지털성범죄이다. 디지털성범죄는 ‘성별

≐≐ 디지털성범죄의

증가 현상은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 사용의 보편화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gender-based
violence)’의 유형 중 하나이자 ‘기술 기반 학대
(technology-facilitated abuse)’로, 전통적인

해석될 수 있다.
전통적인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여성폭력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라

저연령층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혹은 사이버성폭력은

≐≐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5년간 성인 대상 사건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은 증가하였다.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발생 공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저연령화 현상도 동시에

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통적인 성폭력이 실제 공

진행되어 소년범의 절대 수와 소년범 비율 모두

간에서 물리력을 동반하여 발생하였다면,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다.
≐≐ 디지털성범죄

증가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

심의 건수가 최근 7년간 약 23배나 증가하였고,

인 공간의 경계가 흐려지며 다수의 가해자가 실

디지털사업자의 자 율 규제조 치 역시 꾸 준히

질적인 물리력 행사 없이도 피해를 확장, 지속할

늘어났다.
≐≐ 2019년

실시된 서울시 거주 15-60세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성범죄를 직접·간접으로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성범죄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성범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42.9%에

유형인 것은 아니다. 이미 1990년대 후반 ‘빨간

이르며, 14.4%가 직접 피해를 경험하였다. 주요

마후라 사건’, ‘신촌 백화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피해경로는 ‘메신저’(직접 피해자의 32.3%),
‘S N S’(2 6 .1%), ‘인터넷 커뮤니티’(2 5 . 3 %),

카메라 사건’, ‘여자 목욕탕 몰래카메라 사건’ 등

‘이메일’(24.8%) 순서로 나타났다.

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 국내 최대 불법촬영
및 피해촬영물 게시사이트인 ‘소라넷 사건’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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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쟁점이 된 바 있다. 그 후에도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였는데 2015년 ‘워터파크

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의제작·배포

몰카 사건’, 2017년 ‘드론 몰카 사건’, 2018년 ‘웹

등)이다(표 Ⅹ-10).

하드 카르텔 공론화’, ‘일간베스트 여친 인증사건’

다만, 관련법에 규정된 법정형이 낮은 편이 아

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특히 2020년 ‘텔레그램 N

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죄까지를

번방 사건’은 사이버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선고형이 법

관련법제도를 정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디지털성범죄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17년 아동청소년성착취

사용되어져 왔는데, 초기에는 언어적 성폭력만을

물 양형조사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미하였으나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어 불법도
촬, 비동의유포 성적 촬영 등 디지털 촬영기기로

<표 Ⅹ-10> 디지털성범죄 처벌법
관련법

조항

법정형

로까지 확장되었다(표 Ⅹ-9). 최근에는 정부에서

성폭력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성범죄라는 용어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항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항 반포/판매/임대/제공,
전시상영, 촬영시 동의했으나
비동의 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항 영리목적 유포

7년 이하 징역

1항 성착취물의 제작, 수입,
수출 등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2항 영리목적 판매/대여/
배포/제공, 영리목적 소지/
운반/전시

10년 이하 징역

3항 배포/제공, 공공연히 전시
/상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4항 알선

3년 이상 징역

5항 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하는 등 디지
털성범죄가 정책적 용어로 정착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처벌법은 성폭력특별법 제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별법 제14조
<표 Ⅹ-9> 디지털성범죄 관련 개념
용어

개념

온라인
성폭력

여성의 PC통신 채팅경험에서 도출된 음란성 메모
또는 음란성 메일 등 가상공간에서의 성과 관련한
언어적인 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성폭력의 개념에 불법촬영, 유포, 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 성적 사이버불링,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희롱 등을 포함하는 개념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폭력, 이미지 전송 등
성적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한국의사회동향 2020 l 안전

촬영한 영상물을 사이버공간에 유포하는 성범죄

주: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IC 이슈페이퍼 2020 특별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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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죄에 대해서는 선고사례가 전무하여 모두

된 상황이다. 반면 디지털성범죄에 해당되는 두

약식기소로 처리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

범죄 유형은 더욱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여서,

작, 영리목적 판매, 배포 행위에 대한 실제 선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은 10.8배, ‘통신매체

형량은 평균 14.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된

이용음란죄’ 위반은 5.7배 증가하였다(표 Ⅹ-11).

바 있다.
<표 Ⅹ-11>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2007-2018
(건)

공식범죄통계로 살펴본 디지털성범죄
발생과 변화
성폭력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집계하여 발표하는 공

카메라등 통신매체 그 외
이용촬영 이용음란 성폭력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2007

2,659

5,348

2,600

564

240

2,933

2008

3,621

6,080

2,601

585

378

2,864

2009

3,923

6,178

2,706

834

761

2,975

2010

4,384

7,314

3,234

1,153

1,031

3,468

2011

4,425

8,535

3,206

1,565

911

3,526

2012

4,349

10,949

1,937

2,462

917

2,762

식범죄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에서

2013

5,359

13,236

1,186

4,903

1,416

2,997

는 해마다 성폭력범죄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분

2014

5,092

12,849

624

6,735

1,254

3,311

2015

5,274

13,266

283

7,730

1,139

3,371

2016

5,412

14,339

192

5,249

1,115

3,050

력범죄의 발생과 유형별 구성비에 큰 변화가 나

2017

5,555

15,981

144

6,615

1,265

3,264

타나고 있고, 그 변화의 주된 원인이 바로 디지털

2018

5,826

15,672

182

6,085

1,378

2,961

석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근 성폭

성범죄의 증가이다.
2018년 전체 성폭력범죄는 3만 2,104건 발생
하였고, 인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61.9건(발생비)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셈이
다. 최근 10여 년간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 강

주: 1) ‘강간’에는 간음이 포함.
2) ‘강간 등’은 범죄통계 원표상 죄명코드로 강간과 강제추행이 구분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원표개선작업을 통해 해마다 감소
하고 있음.
3) ‘그 외 성폭력’은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등,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공증밀집장소추행을 합한 것으로,
성격이 상이한 범죄유형들이기는 하나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성범
죄의 추이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합산하여 제시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도, 방화범죄의 발생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에서도 성폭력범죄 발생비는 2009년 대비 약 1.8
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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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증가는 강간이나, 강간 등 상해/치

성폭력범죄를 6개의 하위 유형으로 세분하여

상 등과 같은 유형의 성범죄보다는 강제추행과

발생 건수를 비교하여 보면, ‘강간’은 2007년 이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

후 약 2.2배, ‘강제추행’은 2.9배 증가하였으나,

수 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은

강간의 경우 2013년 이후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 수준이었으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증가 현상은 스마트폰 등 전자

2015년 24.9%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19.0%

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범

수준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위반의 구성비는

죄’와 ‘강제추행’ 범죄의 증가에 기인하기도 하지

2007년 1.7%였으나 2013년 4.9%로 증가하였다.

만, 한편으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반면 강간의 구성비는 2007년 18.5%, 2018년

의 변화로 신고율이 증가하고, 정부가 디지털성범

18.1%로 변동이 없다(그림 Ⅹ-21).

죄 피해자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피해사
례가 이전보다 쉽게 드러나는 데 원인이 있는 것

[그림 Ⅹ-21] 성폭력범죄 유형별 구성비, 2007-2018

으로 추론된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발생 이후 디지털성범죄 신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추이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Ⅹ-22]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 및 발생비, 2007-2018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디지털성범죄의 발생비를 강간 등 여타 성폭력
범죄와 비교하여 보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된다.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07년

가한데 비해, 그 외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한국의사회동향 2020 l 안전

804건이었으나, 2018년 7,463건으로 약 9.3배 증

주: 1)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포함하고, 그 외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기타 성폭력
범죄’ 등을 포함.
2) 발생비=(해당 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x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의 경우 약 1.8배 증가하였다. 인구를 고려하여
비교하여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는데, 디지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저연령화

성범죄는 2007년 인구 10만 명당 1.6건 발생하던
것이 2018년에는 14.4건으로 약 8.8배 증가한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디

비해, 그 외 성범죄는 27.3건에서 47.5건으로 약

지털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저연령화 문제는

1.7배 늘어났다(그림 Ⅹ-22).

중요한 사회적 쟁점 중의 하나이다. 디지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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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디지털 수단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성인보다 아동·청소년들

전통적인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소위 진정한 포

을 대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인과

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 불리는 저연령층

아동의 디지털성범죄 피해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저연령화 현상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절
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5년간 발
생 건수나 인구 대비 발생비가 모두 증가하는 반
면,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발생 건수와 발생

비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

털성범죄는 2014년 2,153건에서 2018년 2,568건

지털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19.1건

으로 약 1.2배 늘었다.

에서 25.5건으로 33.7% 증가한 반면, 성인 대상

죄명별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
년성보호법(성착취물)’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가장

디지털성범죄는 성인 인구 10만 명당 16.4건에서
14.1건으로 14.1% 감소하였다(그림 Ⅹ-23).

많다. 특히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전체 디지

취물)’ 위반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약 1.4

털성범죄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5년간

배 증가). 2018년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 추이를 보면 성인 대상 사건은 감소하는 반면

위반이 1,170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
이 993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이 405건
으로 집계되었다(표 Ⅹ-12).

[그림 Ⅹ-23] 피해자 연령별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와
발생비, 2014-2018

<표 Ⅹ-1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죄명별 발생
건수, 2014-2018
(건)

아동·청소년
통신매체
성보호법
이용음란
(성착취물)

연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

2014

937

481

735

2,153

2015

952

445

648

2,045

2016

951

389

838

2,178

2017

1,174

439

491

2,104

2018

1,170

405

993

2,568

계

주: 1) 대검찰청 범죄통계자료는 피해자 연령구분을 13세 미만, 13-20세로
나누고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세
이하가 피해자인 사건 수를 집계하였고.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
법(성착취물)’은 피해자 연령이 19세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2) 대검찰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
연령별 발생통계를 2014년 이후부터 제공하고 있음.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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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피해자 연령이 20세 이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 등의 발생 건수 합.
2) 성인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피해자 연령이 21세 이상인 ‘카메라
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발생 건수 합.
3) 발생비=(해당 피해자 연령 범죄 발생 건수÷해당 연령 주민등록인구)
x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은 증가 추세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청소

2019년 이후 소년범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
요가 있다(그림 Ⅹ-24).

년들이 성인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성착취물) 위반사

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향후 관련 추이에 주목

건의 경우 소년범의 절대 수와 소년범 비율 모두

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증가하는 추세로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 역시 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저연령화 현상은 현재

연령화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가해자 연령 통계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성착취물) 위반 사건
에 한정하여 소년범 추이를 살펴보았다.

디지털성범죄자의 검거와 처분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거
된 범죄자 수 역시 증가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성착취물)를 위반

영죄’의 경우 2014년 2,987명이 검거되었으나,

한 소년범 수는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에는 5,414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였고,

2014년 82명에서 2018년 126명으로 약 1.5배 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1,016명에서 1,408명으

어났다. 성인범과 소년범의 비율 면에서는, 2014

로 1.4배 늘었다.

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 중 소년범 비율

디지털성범죄는 일반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

은 9.6%였으나, 2017년 20.3%까지 약 2.1배 증가

로 거의 대부분 남성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

하였다. 다만, 2018년에는 13.9%로 감소하여,

다. 전체 성폭력범죄자의 남성 비율은 2018년 기
준으로 96.6%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림 Ⅹ-2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소년범 및 성인
범 수와 소년범 비율, 2014-2018

96.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93.7%가 남성이
며, 상대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여성 범
죄자 비율이 높다(그림 Ⅹ-25).
한국의사회동향 2020 l 안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 처분경향을 보면,일
반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구속률은 낮으나 기소
율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을 기
준으로 전체 성폭력범죄의 구속수사 비율은
6.0%이고, 기소율 46.4%이다. ‘카메라등이용촬
영죄’의 구속률은 3.8%, 기소율은 46.9%이며,
주: 1) 소년범 비율은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범죄자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각각 0.8%와
43.6%로,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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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Ⅹ-25] 디지털성범죄자 수와 남성 비율, 2014-2018

[그림 Ⅹ-26] 디지털성범죄자 처분결과, 2014-2018

1)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자

1)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자

2)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자

2)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자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디지털성범죄정보 규제 현황

다만, 최근 4년간 기소율은 두 유형 모두 소폭

검찰청에서 집계하는 공식통계 이외에도 방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

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계자료를 통해 디지털성

사경향이 보다 엄중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범죄의 발생과 규제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보여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소율은

수 있다.

44.3%에서 46.9%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운

소율은 39.3%에서 43.6%로 기소되는 사건 비율

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디지털성범죄 확산방

이 늘어났다(그림 Ⅹ-26).

지팀을 신설한 바 있다. 동 위원회는 디지털성범

죄 관련 신고나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디지털성

4,215건에 대한 삭제조치가 이루어졌고, 기술적

범죄정보에 대한 심의 후,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 미이행 의심 사업자 36개에 대해 현장점검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2012년 1,130건에 불과

을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던 심의 건수가 2019년에는 2만 5,992건으로

삭제조치는 디지털사업자의 자율규제조치를

무려 약 23.0배나 증가하였고 2020년 8월 현재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자율규제조치 실적은 2015

2만 4,694건으로 이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년 955건이던 것이 2019년에는 10,119건으로 10.6

보인다. 시정요구 면에서는 ‘접속차단’이 2012년

배 증가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삭제조치가 과거

714건에서 2019년 2만 5,896건으로 32.3배 늘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Ⅹ-27).

난 반면, ‘삭제’ 요구는 같은 기간 330건에서 4건
으로 급감하였다(표 Ⅹ-13).

[그림 Ⅹ-27] 디지털성범죄정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삭제)
건수, 2014-2018

<표 Ⅹ-13>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건수와 시정요구 건수,
2012-2020.8
(건)

시정요구 건수

연도

심의 건수
(신고/모니터링)

2012

1,130

714

330

2013

2,259

1,634

315

2014

1,807

1,483

182

2015

3,768

3,573

63

2016

7,356

7,315

10

2017

2,977

2,976

1

2018

17,486

17,248

123

2019

25,992

25,896

4

2020.8

24,694

24,647

20

접속차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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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7년 감소는 제3기 위원회 임기 만료 후(2017년 6월 12일), 4기
위원회 출범까지의 공백에 기인함.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9 방송통신심의연감｣, 2020; “방송통의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출범 1년, 상시 심의로 24시간이내 처리 및
시정요구 큰 폭 증가.” 보도자료, 2020.9.6.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9 방송통신심의연감｣, 2020.

디지털성범죄 피해 및 피해자 현황
디지털성범죄 피해 현황
디지털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전통적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체 특수유형 부가통

성폭력범죄와 달리 피해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시

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및

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가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불법성착취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높고, 영상물의 복제가능성이 무한하다. 또한 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2018년의 경우 15만

영물 유포 전 협박단계에서부터 유포 후까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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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일상생활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비율 역시 20대가 가장 많

마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유형의 폭

다(38.8%).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해

력범죄라 할 수 있다.

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하지만 직접 피해율 면에

여타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성범죄

서는 연령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50대 여성 역시

역시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숨은

12.1%가 직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범죄가 많으며 이에 따라 검찰 등의 공식통계만

(그림 Ⅹ-28).

으로는 그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 단위 대규모 표본조사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한 암수추정을 하

[그림 Ⅹ-28] 서울 거주 여성의 연령별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2019

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진행된 피해조사 가운데,
가장 최근에 실시되었고 표본 수나 표집 방법이
안정적인 데이터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실

태 및 시민의식 조사｣이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
11월 서울시 거주 15-60세 여성 3,687명을 대상
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이 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디지털성범죄를 직접·간접으로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42.9%에 이르며, 직접 피
해를 경험한 경우는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조사대상자는 서울 거주 15-60세 여성임.
2) 이 조사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촬영
물을 동의없이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폭력, 이미지 전송 등 성적 괴롭힘
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범죄’로 정의.
출처: 서울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 및 시민인식조사｣, 2020.

구체적으로는 직접 경험만 한 비율이 8.3%, 본인
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사이버공간의 다원화로 인하여 디지털성범죄

비율이 28.5%이며, 직접 경험도 하고 목격도 한

역시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고 있다. 조사 결과

여성이 6.1%이다.

메신저, SNS, 인터넷커뮤니티, 이메일, 채팅 어

여성의 연령에 따라 피해율이 다소 상이한데,

플, 온라인게임, 개인방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

직접 피해율(‘직접경험’과 ‘직접+목격경험’의 합)

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이 가장 높은 연령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는데, 전체적으로는 ‘메신저’가 가장 많고(직접

20대(15.6%)와 10대(15.4%)이며, 직 · 간접 피해를
합친 전체 피해율은 20대가 가장 높고(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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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32.3%), ‘SNS’(26.1%)와 ‘인터넷 커뮤
니티’(25.3%), ‘이메일’(24.8%)도 빈도가 높은

피해경로이다.
10대 여성은 ‘SNS 서비스’, 20대는 ‘메신저’, 30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피해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대와 50대는 ‘인터넷 커뮤니티’, 40대는 ‘이메일’을

2018년에는 8개월간(5-12월) 1,315명, 2019년

통해 직접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한 비율이

에는 1,936명으로 지난 20개월간 총 3,251명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Ⅹ-29).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접수되었고, 피해자 수
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피해자

[그림 Ⅹ-29] 서울 거주 여성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로,
2019

들에게는 상담, 삭제, 수사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2018-2019
년 총 12만 9,973건의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2019년 월평균으로 보아도 8,732건에 이른다. 특
히 2018년-2019년 총 11만 9,217건의 삭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었다(표 Ⅹ-14).
<표 Ⅹ-1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 2018-2019
2018(5-12월)

주: 1) 서울 거주 15-60세 여성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의 피해 경로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서울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 및 시민인식조사｣, 2020.

피해자 수(명)

2017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 4월 30일 여성

전체

월평균

1,315

165

1,936

176
8,732

33,921

4,240

96,052

상담 지원

4,787

598

5,178

471

삭제 지원

28,879

3,610

90,338

8,213

203

25

480

44

52

7

56

5

수사·법률 지원 연계
의료 지원 연계

주: 1) 2018년은 5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 실적임.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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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월평균

지원 건수(건)
전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및 피해 특성

2019

전체

개소되었고, 동 센터는 상담, 영상삭제지원, 수
사법률지원 연계, 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성범

2018-2019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죄 피해자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

접수된 피해사례들의 피해유형을 분석하여 보

을 전개하고 있다. 동 센터는 운영기간이 짧기는

면, 유포가 31.1%로 가장 많고, 불법촬영이

하나, 정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피해자지원 기관

27.1%, 유포불안 및 협박이 19.9%의 순이다. 그

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축적하

외 사이버괴롭힘과 사진합성, 몸캠 등은 10%

고 있으므로, 센터의 피해자지원 데이터 분석을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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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센터에 접수된 사례의 약 1/3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354

비율은 낮으나 가족에 의한 디지털성범죄(0.3%)
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Ⅹ-30).

(33.9%),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보다는(15.8%)

동 센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영상물에 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50.3%) 훨씬 많은데,

한 삭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8-2019

이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가 면식범에 의해 저질

년 총 삭제 건수는 1만 1,921건으로, 플랫폼별로

러지는 비율이 높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가

는 검색결과 삭제(3만 5,629건, 29.9%)와 성인사

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23.8%,

이트(3만 3,344건, 28.0%), P2P(3만 1,248건,

일반적인 지인(사회적 관계)인 경우가 10.7%이며,

26.2%)가 많고, SNS(1만 4,354건, 12.0%), 웹하

[그림 Ⅹ-30]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 및 가해자-피해자
관계, 2018-2019

[그림 Ⅹ-31] 플랫폼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
건수와 촬영물 내용, 2018-2019

1)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

1) 플랫폼별 삭제 건수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2) 삭제된 피해촬영물 내용별 구성비율

주: 1) 2018년과 2019년 접수 사례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각 연도.

주: 1) 2018년과 2019년 삭제지원 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각 연도.

드(507건, 0.4%), 커뮤니티(4,135건, 3.5%)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림 Ⅹ-32] 삭제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의 촬영 장소
및 이미지 형태, 2018-2019
1) 삭제된 피해촬영물의 촬영 장소

삭제서비스가 제공된 피해촬영물에 대한 자료
를 근거로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의 내용을 분석
하여 보면, 성적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가 가장
흔하고(26.9%), 일상사진을 합성 혹은 도용한 경
우 역시 비율이 높은 편이다(21.2%). 다음으로는
유사성행위를 촬영하거나(17.2%), 성행위를 촬영
한 영상물(13.7%)의 비율이 높다(그림 Ⅹ-31).
삭제된 피해촬영물 7,790사례 중에서 4,692

2) 삭제된 피해촬영물의 이미지 형태

건은 사적공간 에서 촬 영된 영상 물 이었고
(60.2%), 공공 장소는 1,877건이다(24.1%). 그
외 업무수행공간이 368건(4.7%), 유흥업소가
92건이다(1.2%).
피해촬영물의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보다는 사
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삭제이미지의
72.8%가 사진이고, 나머지 27.2%가 동영상이다
(그림 Ⅹ-32).

주: 1) 2018년과 2019년 삭제지원 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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