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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2021.7.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학생ㆍ교직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본 안내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학교에서 원활한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안내서는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 대상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나,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직원 및 경기도교육청 직속 기관 직원의 경우 본 안내서를 참고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적용하여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학교 및 기관은 본 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안 처리를 해주시고,
사안 발생 즉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대응을 해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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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성범죄란?

1

디지털 성범죄 개념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 또는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
- 유포된 불법 및 피해 촬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것
- 불법 및 피해 촬영물을 바탕으로 협박하거나 성희롱하는 것
-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

모두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물리적 제약이 없는 시ㆍ공간을 초월한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통해 가해와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 게시가 되면 공간의 특성상 완벽한 피해의 구제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을 넘어 조건만남, 준강간, 스토킹, 주거/공공장소 침입, 데이트폭력 등 오프라인
성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및 공동체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피해 유형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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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유형

유형

개념

불법 촬영
(비동의 촬영)

타인의 동의가 없거나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성착취물 소비

유포 협박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재유포한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금전, 재회,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예시
∙ 대중교통,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촬영
∙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4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②~③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비동의 유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하여 재유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주고
받거나 이를 저장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SNS에서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경우

∙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적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허위 영상물
(사진 및
영상 합성)

적용법률

∙ 성적 표현물에 대상자의 얼굴을 합성
∙ 대상자의 사진을 성적의미를 담아
재가공
∙ 딥페이크, 지인능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④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형법
제283조(협박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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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 단체 채팅방 내 성희롱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게임, SNS에서 만난 사람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 받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
(링크)제공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5호
제71조 ① 2,3호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가 성착취 목적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범죄를 가하는
경우

∙ 연인관계를 빙자하여 성적 촬영물 및
성관계 요구
∙ 동성인척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성적 촬영물 요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②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5호
제71조 ①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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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2. 경기도 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1

학교 내 처리 및 대응 절차

단위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신고접수

피해자상담

조사

심의

재발방지

▲

▲

▲

∙ 20일 이내완료
∙ 피ㆍ가해 조사
∙ 고충상담창구서면접수
∙사이버신고센터온라인접수
∙ 학교폭력신고접수(학생)
★정식신고만 신고접수로
인정

∙ 고충상담원 상담

∙ 필요시 주변인 조사

∙ 피해자 요청 시
외부전문가 상담
가능[학교예산 내]

∙ 피ㆍ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교직원은 성고충
상담원 조사
∙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은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조사

▲

(단위학교 개최)
∙ 성고충심의위원회

∙ 신고접수 3개월 이내
재발방지 대책 수립ㆍ

∙ 교권보호위원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개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상급심의위원회

보고
[서식3]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디지털성폭력 신고일 경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동시 신고(☎1544-9112)

∙ 심의 의결 결과 피해자
서면 통지
∙ 사안발생 보고[서식1]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의무 철저
(117, SPO우선 신고,
경찰 즉시 출동 사안일
경우 112 신고 권장)

∙ 사안처리(심의)결과
∙ 교육지원청사안처리단
인력지원
요청 가능(전문가상담,
조사자, 심의위원 파견 등)
- 사안발생 공문보고 시
지원요청내용 포함

★심의 개최 전 피해자 요청
시 사과ㆍ합의에 의해
종결처리 가능
(단, 피해자가 교직원일
경우만 해당)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2]
∙ 성고충심의위원회 재심 불가,
피해자가 결과 불수용 시
개인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가능
안내
∙ 교육지원청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 교직원 감사 요청 후
징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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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주체별 역할 및 대응

관리자(학교장)
 (신속한 처리) 학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해결의 총지휘자로 디지털 성범죄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에
학교 사안을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 및 피해 지원 기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에 동시 접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및 예방 교육 강화) 디지털 성범죄 사안이 교내에서 일어난 경우, 해당 사안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관련 학생 및 교원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진행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밀 보장)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구성 요건이 미비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사안을 철저히 파악한 후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 등의 비밀보호를 강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담당자(교사 및 성고충상담원)
 (피해자의 의사 확인) 최초에 사안을 파악한 담당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 시 학교 내 사안
처리 방법, 수사기관을 통한 사안처리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안을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교사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법에 따라 피해 사실의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및 예방교육)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사실을 파악한 담당자는 피해자 관점에서 충분한
지지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 내 다른 교사나 학생들에게 피해 사실 관련
내용이 누설되지 않게 비밀을 엄수하고 피해자가 교내 창구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외부기관을 안내합니다.
더불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교육 또는 안내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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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유의 사항
▶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담당자 및 주변인 모두 피해자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안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 사실이 제 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 지원 기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피해촬영물(사진/영상), 온라인상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삭제 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피해촬영물을 지우는 경우 피해 지원(삭제 및 모니터링)
및 수사 기관에 사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신상정보가 함께 유포 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의 피해자는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조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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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연계 안내

가. 2021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관으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법률 지원, 수사 및 기타 연계를 지원합니다.

학교 내 교직원 및 관리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안 발생 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로 전화 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피해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는 피해자 관점에서 전문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 지원

삭제 및 모니터링

∙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 유포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및 재유포 모니터링 지원
∙ 경찰 수사를 위한 피해 유포 현황 채증 지원

법률 지원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운영
∙ 필요 시 형사 사건의 대리 및 변호 제공

수사 및 기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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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신고 접수상담을 통한 맞춤형 피해 지원 안내
∙ 전문 심리 상담 기관 및 의료 연계
∙ 정서적 지지를 위한 안심지지 동반자 프로그램 진행

∙ 수사연계
∙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위한 기타 유관기관 연계

2. 경기도 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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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방법 안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어떻게 지원 받나요?
신청 방법
∙ 대표 전화 : 1544-9112
∙ 카카오톡 채널: 031cut(09:00~18:00)
∙ 메일: 031cut@gwff.kr

신고 접수

▼
상담 후
신청 서류 접수

∙ 구비 서류 및 삭제지원 자료(영상, 사진, URL 등)제출
∙ 구비 서류 작성자, 피해 당사자, 법정 대리인

▼
종합 서비스
제공

∙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 법률 지원 및 수사 연계
∙ 심리치료 및 의료 지원 연계
∙ 안심지지 동반자 프로그램

구비 서류
신청자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원 안내 및
증거 수집
동의서

대리삭제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피해 당사자

○

○

○

○

x

x

대리인

○

○

○

x

○

○

※ 센터 내 모든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지원 후 모두 파기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리인 신청 시 신원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수사 기관의 연계 사안의 경우 수사관의
공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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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과정

피해자 지원

피해
발생

문의
→

피해
상황
파악 후
안내

구비
서류
→

피해촬영물이
있는 경우
→

∙ 상담 지원
∙ 법률 지원
∙ 수사 연계
∙ 심리치료 연계
∙ 의료지원 연계
∙ 기타지원 연계
※ 안심지지 동반자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유포 확인) 삭제 지원
(유포 미확인) 모니터링 지원
↑

피해촬영물이
없는 경우
→

피해촬영물
확보
수사 과정에서 전자기기(스마트폰, PC 등)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해 촬영물 확인

*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은 피해 촬영물이 있는 경우 유포 피해를 확인하고 광범위한 유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삭제
지원 시 수사 연계를 위한 증거 수집이 가능함.
**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로 수사기관에 사건 접수가 된 후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수사 기관에 고소
및 진정 접수가 선행되어야 함.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과정
긴급 삭제지원
피해촬영물

→

원본 확보

피해촬영물

→

검색
↘

↗
유포불안
모니터링

플랫폼

차단

증거

삭제요청

요청

수집

▽

▽

▽

사이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재유포
모니터링

경찰청

▶ 피해 촬영물 원본(사진, 영상) 혹은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URL이 확보되어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유포불안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지원으로 전환됩니다.
▶ 삭제지원은 피해촬영물,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삭제지원 시 수사 연계를 위해 증거 수집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과정에 따라 삭제 요청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5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안내서

피해자 종합서비스 지원 내용

유형

내용
∙ 내담자가 호소하는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의 절차와 범위를 안내함.

상담 지원

∙ 내담자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며 사안 처리 진행 안내와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
∙ 기타 센터에 관한 문의 사항을 처리함.
∙ 피해 촬영물을 검색하여 유포 범위 및 현황을 파악함.
∙ 해당 플랫폼에 유포 정황을 모니터링하고 삭제 요청 함.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 내담자의 요청 시 수사 연계를 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함.
∙ 삭제 지원 현황 안내를 위해 내담자에게 삭제 지원 결과 보고서를 발송함.
∙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추후 연장 의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그 이전에도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은 중단이 가능함.

법률 지원

∙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전문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함.
∙ 필요 시 형사 사건의 대리 및 변호를 제공함.

안심지지 동반자

∙ 유관 기관 방문 또는 수사 기관에 내방하여 조사(진술 등)를 진행하는 경우, 내담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과 담당 상담원이 동행 서비스를 제공함.
∙ 내담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통한 안정감 제공과 피해사실 호소에 조력함.
∙ 센터 내 도에서 파견된 특별사법경찰이 상주하며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로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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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연계

∙ 내담자가 수사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수사 기관에 직접 연계를 하고,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고를 희망할
경우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를 통한 신고 방법을 안내함.

심리치료 및
의료 연계

∙ 내담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유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경기도 소재의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상담소,
기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전문 심리 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 지원 연계가 가능함.

2. 경기도 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자주 찾는 질문(FAQ)
Q. 경기도민만 피해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경기도 내 재학, 재직, 거주자는 피해지원이 가능합니다.

Q. 지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A.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피해 지원은 무료이며, 구비서류 작성이
선행된 후 진행됩니다.

Q.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후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관련 상담지원만 가능한가요?
A.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위기 상담 및 피해 접수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상담과 심리치료는 내담자가 진행 가능한 상담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Q. 피해촬영물의 완벽한 삭제가 가능한가요?
A.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후에도 재유포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Q. 피해 학생이 부모님(법적 대리인) 모르게 삭제 지원을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A. 삭제 및 모니터링지원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경찰청 훈령에 따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에게 통지가 됩니다.

Q.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에서 말하는‘피해촬영물 원본’이 무엇인가요?
A. 피해촬영물 원본인 영상과 사진, 사이트 내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게시물 등의 구체적인 주소(URL)를
의미합니다. 원본 피해촬영물이 없는 경우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어렵습니다.

Q. 삭제 지원 현황을 알 수 있나요?
A. 삭제지원 초기 3개월간 매달 삭제지원 결과보고서가 발송됩니다. 그 이후 연간 결과보고서(1년 단위),
최종 결과보고서(3년)가 발송됩니다.

Q. 피해 신고(수사 연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담을 통해 고소 절차 및 담당 부서 안내가 가능하며, 신고 시 안심지지 동반 지원으로 특별사법경찰과
담당 상담사가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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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사 기관 연계 안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경기북부ㆍ남부 경찰청)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
촬영 관련
(유포 전)
유포 관련
(유포 후)

기능

불법(비동의) 촬영
여성청소년수사
불법(비동의) 촬영물 또는 유포 협박
동의 촬영물 유포 협박

사이버수사

불법(비동의)ㆍ동의 촬영물 유포
기타

사이버수사
몸캠피싱

※ 사건 접수 기준 피해 내용 범죄 유형의 경합 내지 세부 유형에 따라 주무기능이 조정됩니다.
※ 유포 협박 사건 접수 시 ‘형사’에서 기존에 수사 중인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는 경우 ‘형사’에서 병합
처리됩니다.

▶ 피해자(보호자 포함)가 경찰서(민원실 또는 수사팀)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 (평일 주간) 기본 사무분장에 따라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피해자 조사합니다.
- (야간ㆍ공휴일) 주야간 형태로 교대근무를 하는 기존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사이버수사
기능에 해당하는 사건은 익일 기존 사이버수사팀으로 인계합니다.
- (참고사항) 범죄자, 피의자 주소지 등에 따라 최초 사건 접수 이후 사건이 이송되기도 합니다.

▶ 경찰관서에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 홈페이지(www.police.go.kr) 접속 → [신고/지원]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클릭
※ 신고접수 시,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4일 이내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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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피해신고 접수 시 진행되는 피해자 보호 내용
구 분

내용

동성수사관

∙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남성 조사관 조사가
가능함.

전담 수사
신뢰관계인1) 동석
국선변호인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가명조서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 과정에 참여 하게함, 특히 13세 미만 또는 정신장애,
심신미약인 피해자의 경우 신뢰관계인을 의무적으로 동반하여 조사를 진행함.
∙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가 가능하며 무료 국선변호인 선임을 지원함.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명 대신 가명을 활용하여 사건
서류 작성이 가능함.
∙ 사건 진행에 따라 구두, 전화, SMS 등 사건 접수 시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송치, 이송, 종결 시
사건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함.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2)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

∙ 경찰에 피해신고 접수 뒤 사건 수사와 병행, 사건 담당자 및 피해자보호 담당(여성청소년과 소속, 청문
소속) 경찰관이 협력, 사안에 따라 타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쉼터 제공, 가해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
옮기는 경우 이전ㆍ 생계ㆍ치료비 지원, 법률지원 등을 추진함.

1) 신뢰관계인 :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2) 신변 보호 조치 : 임시숙소 제공, 전문 보호시설 연계, 맞춤형 순찰, 위치추적 및 수사기관에 긴급 SOS 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 형태
의 스마트워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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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별
대응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별 대응 방안

1

불법 촬영(비동의 촬영)

“학교 화장실에서 휴지뭉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학생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반 학생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봤어요.”

￭ 불법 촬영 (비동의 촬영) 사례 발생 시
▶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촬영기기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수사 기관(학교전담 경찰관 포함)에 신고하여
학생 및 교직원이 신변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피해 입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해 촬영물을 확보하여 주세요.
※ 피해촬영물이 확보되어야 피해지원기관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및 수사기관에서 혐의 구제가
용이(수사기관에서는 수사 시 피해 영상물 또는 저장매체 압수 후 폐기ㆍ몰수) 합니다.
▶ 가해자가 특정이 가능한 경우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 기관에 고소 및 진정서를 접수해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촬영물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초기 상담 및 기타 피해 지원 연계가 가능합니다.
▶ 피해촬영물 원본 또는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URL이 있는 경우,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사 연계가 진행되는 경우 유포 정황이 발견 되면 요청에 따라 채증 지원이 가능합니다.

￭ 증거(피해촬영물)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3) 을 받고 싶다면 확인해 주세요.
▶ 가해자의 촬영기기를 확보하였을 때, 피해촬영물이 지워졌더라도 수사기관에 사건 접수 후 수사 과정에서
증거(피해촬영물)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과정 중 가해자가 클라우드를
연동해 피해촬영물 저장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합니다.
▶ 만일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설 업체를 통해 복원을 진행 한다면, 피해촬영물에 대한 보안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항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ㆍ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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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제가 친구한테만 보낸 신체 사진을 SNS에서 발견했어요.”
“연인과 찍은 성관계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된 걸 발견했어요.”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단톡방 혹은 SNS에 공유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사례 발생 시
▶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했다면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를 절대
비난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 소문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 유지 및 충분한 지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상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촬영물이 유포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수사 기관(학교전담 경찰관 포함)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유포가 발생한 게시글 URL, 원본 영상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하도록 안내합니다.
▶ 개인 간 대화나 메일을 통해 촬영물이 유포 된 것을 인지한 경우 피해촬영물, 대화내용 등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 기관에 신고 한 뒤 피해 지원 기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의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온라인에 유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촬영물이 피해 당사자에게 없더라도 유포된 URL만으로 삭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유포 정황을 수사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한 경우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삭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촬영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유포된 경우 이름 변경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③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항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ㆍ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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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포 불안

“예전에 사귀던 사람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 했는데
그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게시되었을 것 같아서 불안해요.”
“요즘 변형된 모형의 불법 카메라가 많다는데, 혹시 저도 찍힌 것 아닐까요?”

￭ 유포 불안 사례 발생 시
▶ 유포 불안의 경우 피해 학생 및 피해 교직원이 불안을 느끼는 구체적인 원인이나 계기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① 가해자에게 유포 협박을 받고 있거나
② 촬영한 경험이 있거나
③ 촬영물을 송신한 경험이 있는지
사안 처리 상담 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포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유포 정황이 없더라도 유포 불안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를 포함한 대화내역, 접속한 링크, 설치한 파일 등 다양한 요소로 불안이 가중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심리적지지 및 공감과 증거 확보 중요성의 설명도 필요 합니다.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촬영물이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안에 따라 전문 심리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 등의
피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피해촬영물이 확보되어 있다면 유포 현황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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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포 협박

“SNS에서 만난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신체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제 사진을 친구(지인)들에게 메신저로 보내겠다고 협박해요.”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동안 서로 주고받은
성적 대화와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 유포 협박 사례 발생 시
▶ 유포 협박에 대한 증거(피해촬영물, 대화 내용 등) 확보의 중요성을 안내합니다.
▶ 피해자는 유포 불안으로 인해 가해자와의 연락 관계 단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심리적 지지를 통해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성폭력 등 2차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박이 진행 되고 있다면 유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 하고 기타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지원 기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을 안내합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파악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기관에 신변 보호 조치, 민사상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활용 하도록 안내합니다.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내 상주하는 특별사법경찰과 담당
상담원이 기관(경찰서 등) 방문에 동행하는 안심지지 동반자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심리치료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촬영물 원본이 확보된 경우 유포 현황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카메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①항
｢형법｣제283조(협박죄)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ㆍ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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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과 채팅을 하며 얼굴 사진을 주고받은 후
속옷 사진이나 신체 일부 사진을 요구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점점 요구 사항이 커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온라인 그루밍 사례 발생 시
▶ 피해자 및 주변 인물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 피해자 및 주변 인물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촬영물(사진,
영상)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심리적 불편감에 대화 내용이나 피해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 증거가 없어져
수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해주세요.
▶ 학생의 경우 주변 보호자가 알아챌 때까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아이들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메신저 프로필, 상태 메시지, 정서 변화 등)
▶ 초기대응을 잘못하여 피해 촬영물이 없는 경우라도 피해 정황 증거로 수사 기관에 사건 접수가 되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나 데이터를 복구가 가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 지원 기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에 연계 하여 상담 및 경찰관서에 피해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촬영물 원본이 있는 경우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에 대한 트라우마 반응 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불안한 정서와 마음의 치유를 위해 전문심리치료
연계와 성교육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항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2,5호, 제71조(벌칙)① 2,3호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ㆍ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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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유저와 싸움을 하게 됐는데 저를 성적으로 모욕했어요.”
“동아리 단톡방에 친구(지인)가 자신의 성기 사진(혹은 성적 표현물)을 올렸어요.”
“같은 반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선생님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공유했어요.”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례 발생 시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은 다양한 피해(모욕, 명예훼손 등)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초기 상담을
통해 충분한 탐색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에서 발생한 것인지, 촬영물과 동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어떠한 성적 모욕 및 명예훼손의 내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 후 피해 지원 기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에 연계합니다.
▶ 사이버 괴롭힘 중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촬영물이 아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성적 모욕 및
명예훼손 피해의 경우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수사 기관 신고 의사를 확인한 뒤
필요한 지원기관을 안내합니다.
▶ 동일한 성적 모욕성 글이더라도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다양한 피해 지원(법률 지원, 수사 연계, 전문심리치료 연계 등)이 가능하므로 문의 및 상담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촬영물과 함께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촬영물을 확보하여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정보 유통에 대한 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2,5호, 제71조(벌칙)① 2,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형법｣제 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 사안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021.10.21.시행예정)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ㆍ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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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설치한 후 화상 채팅을 했는데
녹화된 영상을 보내주며 제 연락처를 모두 해킹했다고 해요.
금전을 요구하며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하죠? ”

￭ 몸캠 피싱 사례 발생 시
▶ 가해자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범죄증거, 범인 추적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염매체(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초기화를 보류한 후 임의제출해주시고 범인이 악성코드를 원격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관련 사진,
메시지 등 스마트폰 내 정보를 추가로 탈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 후 보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조사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은 필수 조사사항입니다.
-

피해 경위 / 사용된 채팅 등 사이트 또는 어플, 메신저 종류
공격자 ID, 전화번호, 악성코드 인터넷주소(URL), 파일명칭(xxxx.apk) 등
구체적 협박 일시, 방법, 내용, 요구 금액
송금 시 : 은행 계좌번호, 가상화폐 송금 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 입금 내역
동영상 유포 여부(유포 시 유포시점, 동영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수)
유포된 동영상 원본 또는 캡쳐 자료
채팅 내용(대화기록)은 수사에 단서가 되기 때문에 대화방에서 나오거나 탈퇴하지 않고 보관하여 제출

▶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 센터에서 해킹 프로그램 삭제 시도만으로 대화나 캡처의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 의지가 있다면 백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몸캠 피싱의 경우 유포 불안 및 협박 사안과 동일하게 전문 심리치료 연계 및 수사 연계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촬영물 원본이 확보된 경우 유포 현황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항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ㆍ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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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 및 도용

“ 제가 SNS에 올린 사진이 성적 노출이 있는 사진(혹은 정액)과 합성되어
알 수 없는 계정에 게시되었어요. ”
“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일상 사진이 도용되어 개인 정보, 성적 모욕 글과
함께 게시되었어요. ”

￭ 사진 합성 및 도용 사례 발생 시
▶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피해촬영물(피해 합성물, 도용에 사용된 원본)을 확보하고, 피해 지원 기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에 연계하여 추가 유포를 막을 수 있게 안내합니다.
▶ 청소년들 사이에 장난처럼 여겨지는 사진 합성 및 도용은 엄연히 범죄행위임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 줍니다.
또한 사진 합성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합성 의뢰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얻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범죄 집단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촬영물과 개인신상정보가 함께 온라인 공간에 게시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피해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이 피해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 추가 유포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 심리치료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피해합성물이나 그 원본이 확보 되면 삭제 및 모니터링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피해자를 지칭하는 키워드,
개인 정보, 별명 등의 정보가 상담 과정에서 수집 되면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형법｣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ㆍ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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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부 자료

4. 첨부 자료

✤

경기도 내 기타 피해 지원 기관 안내

￭ 25개 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현황
◦온라인 신고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
◦지역 담당 부서 안내
연번

지역

부서

전화번호

1

수원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031-289-6923

2

성남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031-780-2593
031-780-2594

3

안양과천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031-380-7089

4

부천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032-620-0343

5

광명

교육과

02-2610-0557

6

안산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031-412-4558

7

평택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031-650-1532

8

군포의왕

교육과

031-390-1143

9

여주

교육과

031-880-2358

10

화성오산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031-371-0640

11

광주하남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031-280-7215
031-280-7116

12

양평

교육과

031-770-5641

13

이천

교육과

031-645-1650

14

용인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031-8020-9138

15

안성

교육과

031-678-5276

16

김포

교육과

031-980-1236

17

시흥

교육과

031-488-4553

18

의정부

교육과

031-820-0090

19

동두천양주

교육과

031-860-4348

20

고양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031-929-2303

21

구리남양주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031-550-6340

22

파주

교육과

031-948-4292

23

연천

교육과

031-839-0160

24

포천

교육과

031-539-0143

25

가평

교육과

031-580-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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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센터
법무부 산하의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해 심리평가, 심리치료,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범죄 발생 후 신변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합니다.

수원 스마일 센터

의정부 스마일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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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8
전화: 031-235-1295
팩스: 031-222-1295
이메일: swsmile1295@naver.com
주소: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78
전화: 031-841-1295
팩스: 031-841-1290
이메일: uismile1295@naver.com

4. 첨부 자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 피해자가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심리치료, 취업 지원, 범죄 피해자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범죄피해자 긴급구호전화(1577-1295)로 연락하면 해당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센터로 연결 됩니다.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소: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검찰청 제1신관 243호
전화: 031-873-1295
팩스: 031-820-4679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고양검찰청 414호
전화: 031-932-1295
팩스: 031-908-7436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소: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별관 201호
전화: 031-323-1295
팩스: 031-329-2581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지방검찰청 207호
전화: 031-211-1295
팩스: 031-213-4779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별관 152호
전화: 031-736-1295
팩스: 031-715-5995

여주‧이천‧양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101호
전화: 031-885-1295
팩스: 031-885-1189

평택‧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소: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108호
전화: 031-692-1295
팩스: 031-653-2827

안산‧광명‧시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807호
전화: 031-405-1295
팩스: 031-475-3321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106호
전화: 031-387-1295
팩스: 031-383-5290

35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안내서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범죄 피해 구제에 특화된 지원센터로 의료지원, 상담법률지원, 심리지원, 수사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위기형,
통합형, 아동에 따라 지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
기
형

경기북동부
해바라기센터

주소: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본관 3층
전화: 031-874-3117
팩스: 031-872-4117
이메일: ggnone-stop@hanmail.net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

주소: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우너로 10 안산단원병원 신관 7층
전화: 031-364-8117
팩스: 031-365-5222
이메일: stop@ggwsunflower.or.kr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

[통합(24시간)]
주소: 수원시 영통구 월트컴로 164(원천동) 아주대학병원 2층
(응급실오른쪽맞은편 건물)
전화: 031-215-1117, 031-216-1117
팩스: 031-216-1109, 031-214-9373
이메일: ggsun1117@daum.net
[거점(09:00~18:00)]
주소: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79번길 7(원천동 35-1)도병원약국 3층
전화: 031-217-9117
팩스: 031-217-5198

통
합
형

경기중부
해바라기센터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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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해바라기센터
(아동)

주소: 부천시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향설관 지하 2층
전화: 032-651-1375
팩스: 032-651-1376
이메일: joongbu2020@daum.net
[통합]
주소: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 501호
전화: 031-816-1375
팩스: 031-816-1399
이메일: gnwsunflower@gmail.com
[응급(24시간)]
주소: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명지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화: 031-816-1374
팩스: 031-810-7399
주소: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5층
대표: 031-708-1375(상담: 031-708-1375,6)
팩스: 031-708-1355
이메일: sunflower1375@sunflower.or.kr

4. 첨부 자료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기관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성교육, 부모교육), 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 성문제와 관련된 상담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 이동형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 이동형

주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260(조치동)와 스타디움 3층
전화: 031-475-3253
팩스: 031-475-3254
이메일: tactwa1318@hanmail.net
전화: 031-405-3253
주소: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내
전화: 031-954-8050
팩스: 031-954-8051
이메일: cong8050@hanmail.net
전화: 031-954-8052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주소: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92 부천종합운동장내
전화: 032-663-1318
팩스: 032-661-1318
이메일: lovechello@gmail.com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주소: 화성시 여울로 2길 33
전화: 031-8015-3900
팩스: 031-5015-0440
이메일: hssay@hswf.or.kr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주소: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87번길 83
전화: 031-251-1590, 1822
팩스: 031-237-1590
이메일: suwonsay@daum.net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주소: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상현동) 용인시종합가족센터 4층
전화: 031-548-1318
팩스: 070-8280-1318
이메일: ysay2015@hanmail.net

안양시 이동형

주소: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4 대명빌딜 2층
전화: 031-360-3088, 3188
팩스: 070-7500-3650
이메일: awhy3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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