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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ISSUE TALK TALK

디지털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직접 참여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성착취물 영상
유포와 공유는
살인과도 같은

범죄행위입니다

생애주기별 매뉴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은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입니다

울산지역 유관기관과 
여성가족개발원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문화가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김시현 시의원(울산광역시의회)김혜란 소장(울산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이선영 센터장(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모,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예방과 인식개선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인식개선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인식개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끊임없는 불안과
고통에 놓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은
그루밍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쉽게 노출됩니다

유포가 되지 않아도
찍혔다는 사실만으로도

유포에 대한
불안피해가 발생합니다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착취물 영상은

사라집니다

사진을 전송했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혀 상관없는 얼굴과 
몸을 합성해 유포하는 

피해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3~4년전부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30% 이상 차지합니다

전영희 시의원(울산광역시의회)최미화 소장(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이미영 원장(울산여성가족개발원)

디지털 성범죄 OUT!



N번방... 갑자기 나타난 '신종' 성범죄라고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궁금증, 같이 풀어볼까요? 

지하철 불법촬영물 보고 가세요...!? 

화장실 가기도 힘든 현실...! 

디지털 성범죄 해체하기 

다들 구글에 검색어 한 번 입력해보시겠어요?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경악을 금치 못할거에요! 

디지털성범죄 OUT│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일상으로│텔레그램 n번방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이렇습니다.

90년대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있었다 

랜덤 채팅앱에서 십대인 척하고 

성매수자들을 만났다.

내가 만약 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n번방 피해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이것!

N번방 보는 것 까지 잘 못이야?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 
및 컨텐츠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이유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은 거절합니다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을 자제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파일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를
오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여성가족부, 경찰청 자료 참고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10가지 안전수칙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창구 안내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052-1366 / 052-248-8555

울산해바라기센터 052-265-1375

울산 동구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052-252-6778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및 교육 관련 지원 기관 안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02-735-899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울산 성폭력상담소  052-245-1366
울산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052-267-1366
울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052-246-1368
울산 성매매피해상담소   052-249-8297
울산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52-260-1388 / 052-256-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