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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스팸’
이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스팸은 IT 기술 및 정보통신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전송기법이 날로 지능화되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어쩌면 스팸은 피할 수 없는 복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도박·대출·의약품·음란물 등 불건전·불법 컨텐츠
이용을 유도하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경제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억제되고 차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문자발송량 제한 및 스팸발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등 스팸발송 억제와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스팸은 전송 네트워크 단계에서
대응할 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팸수신 당사자인 이용자 또한 스스로 스팸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불법스팸방지 안내서」
는 스팸방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 수신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고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사업자 및 이용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스팸방지 정책·정보를 쉽게 읽고 이해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서 형태로 제작
하여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는 총 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를 전송하는 자 및 정보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자율규제 조치 안내사항을 담았으며,
’
06년‘불법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으로 시작하여, 변화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
08년 1차 개정
하였으며, ’
10년초에‘안내서’
로 명칭 변경 후‘스팸방지 종합대책’내용을 다시 반영하여 이번에
2차 개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10.6월),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 사업자(’
10.8월)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
10.10월) 등 유관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용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는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스팸을
차단·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최초 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포스터나
동영상 등을 통해 단편적인 정책홍보나 간단한 스팸방지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번에는 휴대
전화, 이메일, 게시판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스팸방지 정보를 총망라함으로써 실질적
으로 이용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가입·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스팸감축은 대표적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국민들이 스팸감축 효과를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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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Ⅰ. 스팸(Spam) 정의
1. 일반적 의미
●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아래 요건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 원하지 않음(unwanted) 또는 요청하지 않음(unsolicited)
▶ 상업적 목적(Commercial)
▶ 대량 발송(Bulk)

“스팸(spam)”
의 유래

미국 Homel Foods社의 돼지고기 햄 통조림 스팸(SPAM)의 지나친 광고로 인해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된 것을 영국 BBC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콩트의 소재로 삼으면서 이후부터
대량의 광고로 인한 공해를“스팸”
이라고 부르기 시작함

2. 법률적 의미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일정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전송되는 것이 법률적 의미의‘스팸’
이며, 보다 정확하게는‘불법스팸’
이라
한다.
● 국내에서‘불법스팸’
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
망법’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 동 법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광고유형별로 전송자에 대한
준수 의무사항을 달리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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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스팸(SMS, URL-SMS, MMS, 녹음음성 등)을 전송하고자 할 경우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광고내용에 일정한 표기의무 및 수신거부방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
▶ 이메일

스팸을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으나, 수신자가 수신

거부한 이후에 재전송해서는 안되고, 전화 스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표기의무 및 수신
거부방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上 매체별 광고전송 규제방식

제`1`장 개요

Ⅱ. 스팸 유형
1. 전송유형별 분류
● 스팸의 전송 유형은 크게 휴대전화 스팸과 이메일 스팸으로 구분이 되며, 기타 팩스나 메신저,
게시 스팸 등으로 분류된다.

가. 휴대전화 스팸
● 음성 스팸의 유형으로는 원링 스팸, 녹음된 음성 스팸(ACS 또는 ARS), 육성으로 전송하는
스팸(TM 등)으로 세분류할 수 있으며, 문자 스팸의 유형으로는 SMS, URL-SMS, MMS를
이용한 스팸으로 세분류할 수 있다.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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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스팸
● 음성스팸은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거나,
광고성 정보임을 밝히지 않은 정보 등을 말하며, 음성스팸의 유형은 3가지가 있다.
●‘원링 스팸’
은 벨이 한두 번 울린 후 끊는 방식으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음성스팸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060 또는 무선인터넷 등 과금이 발생하는
특수번호를 직접 남기는 방식과 이동전화 번호나 일반번호를 남긴 후 호기심에 전화를 걸면
녹음된 음성으로 광고내용과 함께 특수번호를 안내하는 방식이 있다.
●‘녹음된 음성 스팸’
은 수신자와 전화를 연결하여 일방적으로 녹음된 음성광고를 전송하는
유형으로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전용선 등에 자동호출장치(ACS) 또는 자동녹음장치(ARS)를
설치하여 광고내용을 전송하는 음성스팸이다.
●‘육성 스팸’
은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텔레마케팅(TM)이 대표적이며, TM은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전화권유 판매로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사항
이다.
※ 전화권유판매 관련 문의 또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또는 02-2023-4010)에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다.

□ 문자 스팸
● 문자스팸은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문자형 광고성 정보를
말하며, 문자스팸 유형은 3가지가 있다.
●‘SMS(Short Message Service) 스팸’
은 휴대전화, 인터넷전화(VoIP) 등의 단문 메시징
서비스(80bytes(한글 40자) 이내)로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URL-SMS 스팸’
은 무선인터넷으로 특정 사이트의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이다. 문자의 본문을 입력하는 공간에 무선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Call-back URL을 저장(본문과 URL 구분을 위해 특수문자를 구분자로 사용)하고,
수신자가‘OK’
버튼 또는‘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동통신망을 통한 무선인터넷에 연결되어
해당사이트에 자동 접속된다. 이는 휴대전화에서 직접 작성할 수 없으며, URL-SMS
발송기능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또는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스팸’
은 회신번호란에 개인 이동전화번호 입력
후 문자메시지 본문 안에 광고할 이미지·동영상·음악·텍스트 등을 첨부하여 수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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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이를 받은 수신자는 휴대전화에서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미지 등을 다운로드 한 후 전송된 내용을 볼 수 있다.

나. 이메일 스팸
● 이메일 스팸은 흔히 정크 메일 또는 벌크 메일이라 불리는데, 원치 않는 상업적 이메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메일 스팸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른바 수신자 이메일주소
‘username@host.domain’
(
의 형식)가 필요한데, 대부분 스팸전송자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재되어 있는 이메일주소를 자동수집하거나
단어나 숫자를 조합하여 생성한다.

다. 기타 스팸
□ 게시 스팸
● 기본적으로 스팸은 원치 않는 정보가 특정한 수신자에게‘전송’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개념이 확장되어 원치 않는 정보를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올리는 것도 스팸
으로 보고 있다. 공개게시판, 블로그, SNS 서비스의 게시 기능 등을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시 스팸’사례이다.
□ 팝업 스팸
● IP 팝업은 Window2000 이후 버전부터 프로그램 업데이트 정보, 경고문구 등을 PC 이용자
에게 알려주기 위해 첨가한 기능으로, 특정 IP 주소로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다. 인터넷 이용 중
갑자기 상업적 정보를 포함한 POP-UP이 뜨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메신저 스팸
● 메신저 서비스는 인스턴트 메시징(Instant messaging)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의 이용자들이 즉각적으로 메시지(Text, 음성, 영상, 화상)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팸을 전송하기도 한다. 메신저는 친구기반으로
통신수단이기 때문에, 스팸전송자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친구의 ID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

2. 전송경로별 분류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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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대전화 스팸
● 휴대전화스팸은 휴대전화의 기능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것과 SMS 중계사업자, 유선사업자,
인터넷전화 사업자, 무선사업자와 같이 이동통신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는 것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 또한 전송자 신원을 숨기기 위해 대포폰을 개통하여 스팸을 발송하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악성코드로 감염, 스팸봇넷1) 2)으로 만든 후 스팸을 발송할 수도 있다.

휴대전화스팸 전송채널 현황

1)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어 나중에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될 수 있는 다수의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형태. 봇넷은 해킹 또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해커는 봇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원격 조종해 개인 정보 유출, 스팸 메일 발송, 다른 시스템에 대한 공격 등
악성 행위를 한다.
2) 휴대폰 OS인 심비안(Symbian)에서‘섹시 스페이스(Sexy Space)’
라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었고 스팸 메시지 발송 가능(보안뉴스, ’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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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메일 스팸
● 이메일스팸은 보통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이메일서비스에 가입하여 발송할
수도 있고,
● 보다 지능화된 기법으로는 신원을 은닉하고 필터링을 우회하기 위해, 스팸발송 S/W를
이용하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를 통하거나, 관리자의 부주의로 메일서버가
오픈된 곳(오픈릴레이/오픈프락시)을 통해 발송하기도 한다.
이메일스팸 전송채널 현황

3. 콘텐츠별 분류
● 이메일 및 휴대전화 이용자 대상으로 수신한 스팸의 콘텐츠를 조사한 결과와 한국인터넷
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로 신고된 건들을 조사한 결과

불법대출, 도박, 성인,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순으로 분류된다.
- 불법대출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수신자에게 불법대출을 권유하는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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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전송하며, 주로 주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 도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수신자에게 도박 등 사행행위 관련 광고를
전송한다.
- 성인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지인을 가장한 문자(포토메일)를 보내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전송한다.
- 일반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스팸으로는 대리운전 광고, 통신서비스 가입유치 등의 스팸이
가장 많다.

Ⅲ. 스팸의 문제
1. 개인 사생활 침해
● 스팸규제의 필요성으로 가장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스팸이 수신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다는
점이다.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보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차별적으로 전송되는 스팸메일은 이를 침해한다.
관련 법원 판례(2002. 1.)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신된 스팸메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조모씨에게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인격권 침해를 인정, 고소된 3개 업체가 78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3)

2. 건전한 청소년 정서발달 장애
● 대부분의 스팸이 어른, 아이를 구별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송되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전송되는 불건전 스팸의 문제는 청소년 범죄를 유발하게 된다.
● 한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중학생이 접속하는 인터넷 음란물의 종류 중 음란 스팸메일이

3) 조선일보, 2002/01/22,“스팸메일 배포 법원서 첫 제동, 78만원 배상판결”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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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4), 지속적으로 음란 스팸메일에 노출된 한 초등학생이
음란물에 중독, 동급생과 성행위를 모방하는 사건이 발생,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5)

3. 필요정보 수신 방해
● 보통 웹메일서비스는 메일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팸이 대량 수신될 경우 정작
필요한 정보를 수신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 필요정보를 수신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정보 교환 매체로서 이메일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4. 악성코드 감염
① 휴대전화
● 스마트폰의 보급이 많아짐에 따라 스마트폰에서의 악성코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국외의
경우 2009년도 상반기까지 520여종의 발생6)하였고,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스마트폰에서의
악성코드 문제가 발생7)하여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함께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 침해사고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유출형 : 수신메시지, 전화번호, 일정, 메모,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악용
- 기밀정보 유출형 : 회사 내부문서, 고객자료 등 회사의 기밀자료를 유출하여 악용
- 장치이용 제한형 : 오류발생에 의한 단말기 파손, 단말기 내 정보(파일, 일정, 전화번호 등)
및 프로그램 삭제 등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
- 부정과금 유발형 : SMS, MMS 등 스팸문자 발송, 휴대전화 소액결제, 무선인터넷 이용,
유료전화서비스 악용 등을 통한 금전적 손실 유발
② 이메일
● 유명 카드회사의 이메일명세서, 온라인쇼핑몰의 배송확인 등을 가장한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4) 국민일보, 2003/11/20,“[음란물 자녀의 미래를 망칩니다(14)] 중학생 접속 음란물 42%가 스팸메일”기사 참조
5) 국민일보, 2003/07/17,“[음란물 자녀의 미래를 망칩니다(2)] 한 초등학생의 음란 광고메일 피해사례”기사 참조
6)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의‘2010 국가정보보호백서’참조
7) ○ 악성코드 감염된 윈모 OS 사용 스마트폰에서‘사용자 모르게 국제전화’
를 건 사례가 국내 최초 발견됨(동아일보, ’
10.4.22)
○ 국내에서 안드로이드폰 기반으로 휴대폰 번호 등을 유출, 스팸발송 용도로 사용한 악성 어플리케이션 발견(보안뉴스, ’
10.4.28)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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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악성코드를 배포하기 위한 스팸메일인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스팸메일에 악성코드가
첨부파일로 전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않으면 감염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메일 본문에 악성코드를 삽입시키고 피싱 메일과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 지능화되고 있다.
●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자기복제만을 되풀이하던 과거 악성스팸메일과 달리 감염 즉시 특정
사이트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등 복합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다.

5. 금전적 손실 발생(소액결제)
● 스팸발송자는 지인을 가장한 스팸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이용자가 확인버튼을 누르면
무선인터넷 유료컨텐츠에 접속, 휴대폰 결제를 하게 만든다. 특히,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3,000원 미만의‘소액결제’
를 악용한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 휴대폰 결제서비스 :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이용되는 결제수단의 일종으로 콘텐츠 공급자(CP :
Contents Provider)와 결제대행업체(PG : Payment Gateway) 및 이동통신사가 참여하여 CP-PG의
계약 및 PG-이동통신사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해 결제하면 이용대금을
이동통신사 이용대금에 합산하여 부과시키는 서비스 체계로 PG는 이용대금 결제대행업무 역할을
수행한다.
※ 휴대폰 소액결제 : 정보이용료가 발생하는 서비스의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3,000원
미만의 결제를 지칭하는 말이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대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한도인 월 30만원 미만을 소액결제라고 부르기도 함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유형

A형 - 콜백 URL 전송 방식
콜백 URL 방식이란 접속버튼 누르면 스팸문자에 내장된 무선인터넷 URL로 접속
되어 과금이 발생되는 방법으로 수신자는 URL을 확인 할 수 없음
예1)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일(3건)이 있습니다.
예2) 고객님께 전달된 포토앨범이 있습니다.
B형 - 모바일 주소 고유번호(WINC) 번호 전송 방식
모바일 주소 고유번호(WINC) 번호 전송 방식이란 스팸문자에 표기된 WINC번호
(예시:‘000+NATE’
)를 입력 시 해당 무선인터넷 사이트로 접속되어 과금이 발생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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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차 :‘저 민정인데요.. 사진보냈어요. ♥사진확인은000+NATE
`2차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사진하나 보내드릴까요?’000+네이트
C형 - 060전화번호 전송 방식
060 전화번화 전송 방식이란 스팸문자에 060번호를 표기하여 해당 번호로 통화 시
여성 상담원와 대화 시 과금이 발생되는 방법임
예) 1차 :‘제가 혹시나 아시는 분이 아닌가 해서요^^’
060-000-0000
`2차 : 직장인, 미시, 여대생 항상대기 060-000-0000

●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1개월 뒤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어도 대다수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문제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6. 사업자 피해
●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전송되는 광고메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메일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도 유·무형의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 메일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사업자의 피해유형은 다음과 같다.
- 네트워크 자원 및 서버의 낭비로 인하여 해당 사업자의 비용 증가
- 스팸메일 저장을 위한 하드디스크 용량증가로 비용 소요
- 스팸메일 선별을 위한 인력 소요
- 수신자들의 항의 및 등록취소시 처리비용 소요
- 신뢰도 저하로 사업상 손실 발생 등

7. 기 타
● 스팸은 수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신자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지만, 스팸광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 스팸광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2차 피해유형은 다음과 같다.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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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불법대출·의약품 등 불법스팸 문자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
하여 불건전한 중독자를 양산하고, 경제적 피해를 유발시키는 등 건전한 사회 및 경제구조를
위협
- 스팸메일을 통하여 수신된 악성파일, 바이러스 등이 이용자의 컴퓨터의 파일파괴, 데이터
훼손, 탈취 등 경제적 손실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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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스팸 차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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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피해 예방법

Ⅰ. 스팸 차단 방법
1. 휴대전화
○ 수신자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전화기를 통해 바로 전달된다는 점이 광고전송자의
입장에서 보면 광고효과가 뛰어나지만,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스팸을 더욱 자주 접하게
되므로 이메일보다 불편 및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가 매우 크다.

● 광고 문자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 휴대전화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에 광고 문자메시지 차단서비스(무료)를 신청함으로써 스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가. 이동통신사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는 문자메시지(SMS)의 발신·회신번호, 본문내용, 발송패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받을 문자메시지가 스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사전에
스팸 문자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스팸 차단한 이력을 이용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매일 전송하여 이용자가 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용자가 받을 문자메시지가 스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사전에 스팸 문자를 차단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팸 문자 차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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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소개
이통사

서비스명

요금

설명
○ 귀찮은 스팸문자를 자동으로 최대한 필터링해주는 무료부가서비스

SKT

스팸필터링

무료

○ 차단국번, 차단번호, 차단문구설정은 번호/문구/단어를 총 20개까지 등록
하여 차단
- 060, 1588 등의 차단 국번 수신차단 가능

○ 핸드폰으로 오는 스팸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무료부가서비스
○ 스팸으로 등록 가능한 문구(7글자까지 가능)/번호(3자리이상 16자자리까지
가능) 각각 최대 40개 설정 가능
KT

스팸차단서비스

무료

○ 스팸으로 차단된 문자 보관(100개 90일 보관 가능, 100개 이상 시 먼저
받은 문자부터 자동 삭제)
- 개인이 설정 가능한 차단번호는 최대 40개, 차단문구는 최대
60개(공통차단 번호/문구는 개인설정가능)

○ 고객이 받게 될 모든 문자(단문, 장문, 멀티미디어)메시지에 대해 스팸성
광고문자 여부를 체크하여 스팸문자를 차단해주는 무료부가서비스
LG U+

스팸차단

무료

- 030, 050, 050, 080, 700, 15XX, 16XX 국번 등으로 시작하는 스팸
문자 모두 차단 가능
○ 차단하고자 하는 50개의 번호 및 30개의 문구를 등록하여 스팸문자 차단
가능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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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 060, 700 문자 모두 차단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개요 및 가입방법
구분

SKT

KT

LG U+

서비스명

스팸필터링

스팸차단서비스

스팸차단

서비스 개시일

’
07.12월

’
10.4.6일

’
10.1.27일

전화

(휴대폰에서) 114

(휴대폰에서) 114

(휴대폰에서) 114

홈페이지

www.tworld.co.kr

www.olleh.com

mobile.uplus.co.kr

방문

지점/대리점

지점/대리점

지점/대리점

무선인터넷

**7726 + NATE

**5272 + olleh/SHOW

**114 + OZ/ez-i

SKT (T 모바일 고객센터)

KT (olleh 고객센터)

LG U+ (OZ 모바일 고객센터)

문자(SMS, MMS)

문자(SMS, MMS)

문자(SMS, MMS)

공통

피처폰

가
입
방
법
스마트폰

차단범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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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동통신사의 스팸관련 부가서비스
● 이동통신회사에서는 스팸(음성 및 문자 포함)과 관련하여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명
문자

요금
(원)

‘스팸필터링’

무료

-

무료

-

무료

이통사
음성

스팸 ARS
차단플러스
060 스팸 ARS
차단서비스
SKT

개별통화수신거부서비스*
스팸 SMS

-

차단

060정보료

2,000

무료

명

수신자가 받을 문자메시지가 스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차단
030, 050, 060, 080(이용자 선택)으로 시작되는 번호로부터의
음성통화 차단
06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부터의 음성통화 차단
사용자가 등록한 특정 발신번호로 들어오는 음성이나 SMS를 차단
하는 서비스(010, 011~019, 유선전화)
회신번호에 음성정보서비스(030, 060) 번호가 기입된 SMS 차단
060서비스 이용 시, 정보이용료가 2/5/8만원 초과할 때마다 SMS

-

무료

060비밀번호 통화*

-

무료

060 발신 시,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로 인증 후 연결되는 서비스

일시 착신금지*

-

무료

음성통화 수신을 일시적으로 중지

'스팸차단서비스'

무료

한도제*

특정번호 수신차단

2,000

정보제공 사업자번호 차단

무료

KT
메시지매니저

청소년대상 060발신 차단**
착신거절*

이용자가 등록한 번호(최대 10개)로부터의 모든 음성통화, SMS
차단(특정 식별번호, 국번으로도 등록 가능)
030, 060, 070, 080, 15xx, 16xx(이용자 선택)로 시작되는
번호로부터의 음성통화, SMS 차단

않도록 차단하고, 메시지매니저에서 개별관리(무제한 등록 가능)

-

무료

지정번호필터링*

차단

이용자가 등록한 차단번호로부터의 스팸은 휴대전화로 수신되지

'스팸차단'

(스토킹차단 서비스 기능개선)

수신자가 받을 문자메시지가 스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1,500

무료

스팸차단서비스

로 안내하고, 10만원 초과 시 060 발신이 차단

800~

-

(’
10.1.28일부로 신규가입불가)
LG U+

설

무료

2,000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에 대하여 060 발신을 차단(방통위 시정명령
제2005-97호에 의거)
모든 음성통화를 자동으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
수신자가 받을 문자메시지가 스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차단
회신번호에 700, 050, 030, 060, 080 번호(이용자선택)가 기입된
SMS 차단
이용자가 설정한 번호(최대 100개)에서 오는 통화, 문자 차단

060발신차단*

-

무료

060 발신전화를 모두 차단

착신거절*

-

무료

음성통화 수신을 일시적으로 중지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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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대전화 스팸관리기능(스팸신고, 단어등록 등)
① 스팸메시지 신고방법
●’
07년 2월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가 휴대전화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스팸메시지를
신고할 수 있는‘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은 이동
통신사별로 일부 다르게 구현되었다.
KT

SKT 및 LGU+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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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은 이용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자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의 단체표준을 제정하였고, 이동통신사들은 ’
10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표준을 반영한 단말기를 점진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표준화 내용

○ 이용자가 쉽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간편신고 메뉴 조작방법 채택

○ 간편신고 메뉴 조작방법(UI : User Interface)
- 문자메시지 수신함 목록(음성전화의 경우 통화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곧바로 간편신고가
가능토록 구현
- 신고메뉴 명칭, 이용방법 설명(신고접수·처리 주체, 정보수집 항목, 활용범위·목적 등),
신고완료 알림메시지 등 표준 문구 마련
○ 간편신고 메시지 구성
- 이통사를 거쳐 KISA로 전달되는 스팸신고 메시지의 구성 통일
○ 신고된 스팸번호의 차단번호 자동 등록
- 간편신고 시 해당 스팸의 회신번호가 단말기의 수신거부(스팸차단)번호로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 기능의 구현을 표준화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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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조사별 스팸관리기능
● 국내외 제조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휴대전화 기기는 매우 다양하며, 기기별로 스팸을
신고하거나 스팸단어 및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 이에 각 제조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일부 단말기의 스팸관리기능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스팸을 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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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를 위한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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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이미지는 각 단말기 제조사별 스팸차단 설정방법을 예시로 설명한 것이며, 단말기의 특성에
따라 실제 조작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일부 휴대전화에서는 해당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세한
이용방법은 해당 단말기의 제조사 홈페이지와 메뉴얼을 참고한다.

삼성 모바일닷컴:
http://kr.samsungmobile.com/service/support/down/software.list.do
LG 싸이언 :
http://www.cyon.co.kr/lgcyon/04_global/04_service/02_manual/user_guide.jsp
KT tech : http://www.kttech.co.kr/cscenter/download02.asp
스카이 : http://www.isky.co.kr/cs/software.sky
모토로라 : http://www.mymotorola.co.kr/product/PrdDownManual.aspx

● 각 이동통신사는 기존 전화기가 스팸 전화번호 등록개수가 적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
09년
말부터 200개 이상 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라. 스마트폰 스팸차단 어플리케이션 현황
● 기본적으로 국산 스마트폰에는 OS 종류에 상관없이 간편신고 및 스팸 차단 기능이 탑재
되나, 외국산 스마트폰에는 탑재되지 않을 수 있다.
※ 예외적으로 SKT의 스마트폰인 모토로라의 모토로이(안드로이드, ’
10.1월 출시)에는 스팸차단 기능
(번호, 문구 차단) 탑재

●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스팸차단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외산 단말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스팸차단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 KT에서는 ’
10.10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에 가입된 아이폰 이용자가 편리하게
스팸차단 번호·문구 등록을 관리하고 차단된 스팸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쇼스팸차단’
)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위한 어플리케이션도 추가 개발 예정(’
11년중)

- SKT에서는 ’
10.12월 현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간편신고 및 번호(200개)/문자열
(50개) 스팸차단 어플리케이션 개발 중에 있으며 곧 출시할 예정이다.
● 그 밖에 OS 버전에 따라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유/무료 스팸차단 관련 어플리케이션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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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별 스팸차단 어플리케이션 현황
OS

어플리케이션 명
SmartCallHandler
스팸관리
문자알림팝업

수신전화자동거부

설명

마켓

스팸 문구 및 전화번호 설정으로 스팸 자동 차단(1,800원)

T스토어

스팸 문구 및 전화번호 설정으로 스팸 자동 차단

T스토어

문자 도착 시 대기화면에 팝업이 로딩되는 서비스의 기능 중 하나로, 팝업
상태에서 스팸 등록 가능
특정한 시간에 특정 번호만 전화가 오게끔 설정(일종의 화이트 리스트)
(600원)

T스토어

OZ스토어

안

스팸 안녕

특수문자 제거 후 스팸을 필터링하거나, 단어 조합으로 스팸필터링

안드로이드 마켓

드

스팸로이드

연락처를 화이트/블랙리스트로 사용, 문자열/번호 차단 등

안드로이드 마켓

정규표현식을 이용한 문자열 차단, 연락처를 화이트/블랙리스트로 사용 등

안드로이드 마켓

차단 번호로 수신되는 문자 차단

안드로이드 마켓

로
이

스팸문자차단

드

SpamSMS Blocker
스팸꺼져Pro
US$0.99
tCallBlocking
SpamDrain
안티 스팸 SMS

아이폰

쇼스팸차단

스팸단어 등록 시, 관련 문자 메시지 자동 차단(스팸꺼져 업그레이드 버전)

차단등록번호로부터 전화가 올 때 자동으로 차단

T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쇼스토어, OZ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스마트폰용 이메일 스팸 자동 차단

안드로이드 마켓

스팸 문구 및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원치 않는 메시지 차단

안드로이드 마켓

아이폰용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관리(차단된 문자에 한해 스팸신고 가능)

애플스토어

마. 한국인터넷진흥원 휴대전화 광고 수신거부 대행서비스
① 휴대전화 광고 수신거부 대행서비스란?
● 신고인이 신고했던 성인/대리운전 업체의 광고를 재수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고인이 자신의 번호를 등록하면 성인/대리운전 업체가
광고발송전에 이를 참조하여 수신자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이 때 신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되지는 않는다.
※ 본 서비스는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닌 사업자 자율로 시행되며, 성인/대리운전 스팸 신고 이후에도
해당 광고를 재수신할 수 있음

② 등록 방법
● 성인(무선인터넷/음성정보서비스(060) 포함) 및 대리운전 업체의 광고 수신 시,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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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 자동 등록되며,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의 경우,

로 연락하여 상담원 연결 후 수신거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수신거부 서비스 개념도

바. 휴대전화 소액결제 구제방안
① 정보이용료 3,000원 미만 소액결제
● 스팸발송자는 지인을 가장한 스팸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이용자가 확인버튼을 누르면
무선인터넷 유료컨텐츠에 접속, 휴대폰 결제를 하게 만든다. 특히,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3,000원 미만의‘소액결제’
를 악용한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 휴대폰 결제서비스 :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이용되는 결제수단의 일종으로 콘텐츠 공급자(CP :
Contents Provider)와 결제대행업체(PG : Payment Gateway) 및 이동통신사가 참여하여 CP-PG
의 계약, PG-이동통신사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해 결제하면 이용대금을
이동통신사 이용대금에 합산하여 부과시키는 서비스 체계로 PG는 이용대금 결제대행업무 역할을
수행한다.
※ 휴대폰 소액결제 : 정보이용료가 발생하는 서비스의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3,000원
미만의 결제를 지칭하는 말이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대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한도인 월 30만원 미만을 소액결제라고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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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팸문자 메시지는 내용 확인을 위한“접속”버튼을
누르도록 하거나, 메시지에“1.확인”
,“2.취소”문구를 넣어 무선 인터넷에 접속토록 한다.
● 이런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지인의 번호가 아니거나 문자메시지 확인 후“접속”또는
“확인”
을 통해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는 접속을 하지 않거나 바로 삭제하여 데이터
통화료 및 정보이용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만약 확인 후 화보 등 무선인터넷 페이지로 접속된 경우 바로 가입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데이터통화료 부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접속 후 정보이용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금확인 알리미SMS가 발송되므로 메시지 확인을 통해 정보이용료 과금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서비스 제공업체
(Contents Provider)를 통하여 민원접수 후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쳐 요금취소나 감면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에 신고 접수

하면, 표기의무 위반이나 수신거부 후 재전송 등의 불법스팸인 경우에 한해 한국무선 인터
넷산업연합회(MOIBA)와 연계하여 이미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취소받을 수도 있다.
● 서비스 제공업체(Contents Provider) 등과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사실확인 후 요금에 대한
협의 시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을 통해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오픈넷CS센터 (www.opennetcs.or.kr/1600-8272)>
● MOIBA에서 운영하는 오픈넷CS(Customer Satisfaction)센터는 이동통신사(SKT, KT,
LG U+의 무선인터넷 서비스(NATE, SHOW, OZ-Lite)가 아닌 오픈넷 사업자(이통사외부
CP)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 및 피해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이용자가 오픈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이 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거나 상담을
통해 사실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오픈넷CS센터에 접수하면 사실 확인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 불만·피해관련 민원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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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품구매 월 30만원 미만 소액결제
●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한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
기업협회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26

제2장 스팸 피해 예방법

이용자 종합 내지 2011.1.31 12:59 PM 페이지27

001 CTP175 2540DPI 175LPI

이용자를 위한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는 휴대폰/ARS결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이용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중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는 이용자가 휴대폰/ARS결제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
되어 일차적으로 통신사, PG, CP 등 해당사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자와
문제해결이 불가한 건에 대해서 중재신청 접수를 받아 중재를 하게 된다.
● 중재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재신청 및 접수
휴대폰/ARS결제 이용자가 본인의 결제 내역 및 청구내역에 의문점이나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에 중재신청을 합니다.
중재신청은 우리 센터 홈페이지로 회원가입하신 후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시고 온라인/이메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중재신청 내용사실 확인
홈페이지로 접수된 민원건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 전문상담원이 중재신청내용을 토대로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자료를 수집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중재 및 권고
이후 센터에서는 이통사, PG, CP 등 해당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센터 중재지침에 의거 중재를 실시하고 중재안을 마련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권고합니다.

종료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의 중재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양 당사자간에는
중재최종결과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민사상의 화해계약)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최종 중재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도 센터를 통한 중재는 종료되며, 신청인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별도 해결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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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 소비자피해는 상담,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상담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 소비자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피해구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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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 사항
(출처 : 한국소비자원)

▶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한다.

- 요금고지서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청구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 문의해 결제 내역
확인 후 해당 사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한다. 결제대행업체에서 알려준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휴대폰결제중재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 휴대폰으로 포토메일이 온 경우 발신번호가 처음 보는 것이면 메일을 확인하지 말고 삭제

한다.
▶ 인터넷사이트

이용 중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주의

한다.
-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폰 결제를 위한
전(前) 과정이므로 팝업창의 작은 글씨는 물론 사이트 화면 전체 내용과 약관까지 꼼꼼히
읽는다.
▶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는다.

-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는 요금을 결제하는
비밀 번호인 경우가 많다.
▶ 회원 가입 전에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한다.

- 자동 연장 여부 등 주요 사항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한다.
▶ 무료라고 광고하는 경우 관련 화면을 캡처해 분쟁에 대비한다.

-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의 광고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한다.
▶ 휴대폰 소액 결제 자체를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다.

- 휴대폰에서 114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을 요구해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것을 방지한다.
▶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관계 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피해 구제를

요청한다.
- 소비자상담센터(1372), 방송통신위원회(1335)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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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
○ 이메일은 발송비용이 없고, 기술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송될 수 있으며,
발송자의 신원을 숨기더라도 수신자에게 전송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스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사전에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의 수신을 방지하기 위해 수신자는 필터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필터링 기능을 이용한 스팸차단 방법
● 이메일서비스업체나 이메일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필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다.
● 이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스팸메일 차단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 대한 스팸차단방법을 설명하였으며, 포털사업자마다 스팸차단기능은 조금씩
다르지만 차단설정방식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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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네이버 메일

(스팸자동분류) 광고, 성인, 대출 같은 제목의 스팸메일을 자동으로 스팸메일함으로 이동 가능
하도록 설정, 언어별 스팸분류 설정 등 이용자가 스팸을 직접 분류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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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규칙직접설정) 메일주소를 직접 등록하여 수신차단 할 수 있으며, 스팸키워드를 등록하여
메일 제목에 스팸키워드가 포함되면 스팸메일함으로 이동하도록 할 수 있다.

(스팸메일함설정) 스팸메일함에 담긴 메일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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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한메일

(스팸제로2.0) 스팸신고된 메일 및 유사 메일까지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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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수신차단) 스팸메일주소 및 도메일를 등록하여 해당 주소로 오는 스팸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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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네이트 메일

(스팸메일관리) 스팸메일주소 및 도메인을 등록하여 해당 주소로 오는 스팸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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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별메일분류) 메일을 속성별로 분류함으로써 스팸메일 분류가 가능하다.

(수신차단목록) 최대 2048개의 메일주소 및 도메인을 등록하여 해당 주소로 오는 스팸을 차단
할 수 있다.

(자동분류) 자주 수신되는 메일에 조건을 지정하여 스팸메일과 구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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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글 메일

(스팸필터) 수신되는 메일중 메일주소 및 단어를 등록하여 필터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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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야후코리아 메일

(스팸옵션) 스팸으로 의심되는 메일 자동분류 가능, 메일주소 및 아이디 직접 차단 가능

(스팸용 메일주소) 가상의 메일주소를 만들어 스팸용 메일주소로 오는 모든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설정 가능

38

제2장 스팸 피해 예방법

이용자 종합 내지 2011.1.31 12:59 PM 페이지39

001 CTP175 2540DPI 175LPI

이용자를 위한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

⑥ 파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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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설정) 자동스팸설정이 가능하며, 단어 및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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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프리챌 메일

(스팸차단설정) 자동적으로 스팸메일 차단하도록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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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천리안2.0 메일

(스팸등급설정) 스팸메일을 자동적으로 필터링되도록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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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허용설정) 수신거부/허용할 메일주소 및 도메인주소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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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코리아닷컴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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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허용설정) 수신을 원치 않는 메일주소 및 도메인 등록 가능

(스팸헌터설정) 스팸메일을 자동적으로 필터링되도록 설정가능하며, 메일제목에 광고, 홍보,
성인 등의 문가가 있는 경우 스팸으로 분류되도록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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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드림위즈 메일

(스팸메일차단설정) 불필요한 스팸메일 자동차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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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수신거부) 원치 않는 메일주소 또는 도메인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차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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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조인스엠에스엔 핫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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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수준 및 신고) 스팸메일 차단

(수신허용 및 수신거부) 메일주소 또는 도메인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메일 수신 거부 및 허용
여부 설정 가능

나. 스팸차단 프로그램 이용
① 스팸체커(Spam Checker)
●‘스팸체커’
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spam.kiscom.or.kr)가 개발하여 무료 보급하는 음란
스팸 차단소프트웨어로 메일의 제목과 내용의 음란성을 검사하고 인식하여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이다.
※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스팸체커 콜센터 (국번없이) ☎1377로 하면 된다.

● 스팸체커의 설치 및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스팸체커 / spam.ko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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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프로그램(Ad-ware)
○ 불법 광고 프로그램이 무단 또는 이용자의 실수로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되어 이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인터넷 시작페이지가 변경되거나 팝업(Pop-up) 광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해당 프로그램은 대부분“보안경고”
창을 통해 설치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신중히 판단한다면 사전에 설치를 막을 수 있다.

● 이메일 또는 게시판의 글을 읽거나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 광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설치될 수 있다. 따라서 보낸 이가 불분명한 메일은 읽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파일은 다운로드 하지 않아야 한다.
● 만약 팝업창이 뜨면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후 잘 모르는 사이트나 내용이면“동의
안함”또는“아니오”
를 클릭하고, 오직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만“동의”또는“예”
를
클릭하는 것이다.
광고프로그램 설치문구 예시

● 무의식 중 또는 실수로 클릭하여 광고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상/하단에 프로그램삭제에 관한 설명이 있으며, 없을 경우 검색기능을 이용 삭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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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찾아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다.
● 해당 프로그램의 삭제에 실패할 경우, 국내업체에서 유/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악성코드
진단·제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면 ActiveX, 악성 광고프로그램 등을 손쉽게
찾아내어 삭제할 수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
09년도
하반기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실태조사 결과, 악성코드 치료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게시하였으며,
이를 잘 살펴본 후 사용할 수 있다. (http://www.boho.or.kr/pccheck/pcch_02.jsp?page_id=2)

4. IP 팝업 광고
○ IP팝업은 Windows 2000부터 프로그램 업데이트 정보, 경고문구 등을 컴퓨터
이용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추가된 기능으로“net send”
라는 명령어를 이용, 특정
IP주소로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다.
○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시 갑자기 상업적 정보를 포함한 POP-UP이 뜨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 IP 팝업 광고 전송 예
● 컴퓨터 사용 중에 갑자기 팝업(POP-UP) 화면이 뜨고“확인”버튼을 눌러야 사라진다.
IP POP-UP 광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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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P 팝업 광고에 대한 단계별 차단 방법(Windows 2000/XP 이용자의 경우)

window 2000 차단방법

window XP 차단방법

① [시작] ▶ [설정] ▶ [제어판]을 클릭

① [시작] ▶ [제어판]을 클릭

② [제어판] ▶ [관리도구]를 클릭

② [제어판] ▶ [성능 및 유지관리]를 클릭

③ [관리도구] ▶ [서비스]를 클릭

③ [성능 및 유지관리] ▶ [관리도구]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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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2000 차단방법

window XP 차단방법

④ [서비스] ▶ [Messenger] ▶ [마우스 오른쪽 버튼] ▶ [등록

④ [관리도구] ▶ [서비스]를 클릭

정보]를 클릭

⑤ [등록정보] ▶ [일반] ▶ [시작유형] ▶ [사용안함]을 클릭

⑤ [서비스] ▶ [Messenger]을 클릭

⑥ [Messenger] ▶ 서비스상태(중지)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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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시 스팸
○ 광고 게시란‘게시판’
,‘블로그’
,‘SNS’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에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광고를 올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스팸피해는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
뿐 아니라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까지로 확대된다.
○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게시 스팸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는 영리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를 게시판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고지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 이용자 주의 사항
●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시판 등의 운영자나 관리자의
광고 게시 거부의사를 이용약관이나 해당 게시판 등이 있는 웹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광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자동 게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수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하는 행위는 운영자나
관리자의 광고 게시 거부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하여야 한다.
인터넷 상 게시물이 작성될 수 있는 서비스 현황
구 분

서비스 종류
공개형게시판

서비스 명
지식in(네이버), 판(SK컴즈), 파란만장(파란) 등

게시판
카페/커뮤니티(동호회 형)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네이버 카페, 싸이월드 클럽, 파란 클럽 등

블로그(개인형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이글루스(SK컴즈) 등

마이크로 블로그(트위터 형)

미투데이(네이버), 커넥팅(SK컴즈) 등

(SNS)

기타 SNS
뉴스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
네이버 뉴스, 네이트 뉴스, 파란 뉴스 등

● 광고 게시 행위로 인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악성 이용자의 행동이 의심되는 즉시 해당
게시판 운영자 등에 신고를 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

)로 신고하면 더 많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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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게시판 등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방법
● 각 게시판별로 불법스팸이 등록되었을 때, 각 게시판 등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 신고 하면
해당 IP 차단 또는 ID를 삭제할 수 있다.
네이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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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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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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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코리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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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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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챌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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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2.0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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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위즈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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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엠에스엔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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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 신고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고(spam.kisa.or.kr)
하거나,

, 스팸캅(SPAMCOP) 프로그램 등으로 신고가 가능

홈페이지 신고 화면

● 신고 시 필요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 게시판 운영자 등이 광고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한 화면캡쳐 자료(*.jpg, *.gif 파일 저장) -

광고게시 거부의사를 밝힌 해당 사이트 주소와 거부의사를 표시한 연, 월,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홈페이지에 게시된(신고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
목록
▶ 게시된

목록과 일치하는 해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캡쳐 자료

(*.jpg, *.gif 파일 저장) - 광고글이 게시된 연, 월,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의 :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기 전 또는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며,
광고 게시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 위법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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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게시판 등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주의 사항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게시판 등의 운영자나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운영자 등외에 방문자(이용자)도 피해자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방문자 모두에게 거부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에서는 운영자 등
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 카페, 커뮤니티 등 공개형 게시판에는 제3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존재하지만, SNS, 블로그 등
개인형 서비스에서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자가 곧 이용자이다.

● 이메일이나 전화 등의 전송매체와 달리 광고 게시를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는 게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게시판 상단 등 잘 보이는 곳에 일괄 게시하고,
이용약관 등에 해당 정책을 명시한다.
● 게시판 등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광고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후 일방적으로 게시되는
광고는 바로 삭제·차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게시판 운영자 등이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에 의해 스팸게시물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스팸규제
약관 등

카페/게시판/블로그 등 스팸게시물 규제 조항
○ 제11조(
“회원”
의 의무)①7.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
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서비스”
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네이버
이용약관

○ 제16조(게시물의 관리)①
“회원”
의“게시물”
이“정보통신망법”및“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게시물”
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회사”
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 가능
○ 제20조(이용제한 등)②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제3조(카페의개설)① 7.법률에서 인터넷상의 광고 및 판촉행위를 금하고 있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

네이버
카페
이용약관

불법적인 영리 추구 목적 카페개설 제한
○ 제6조(카페의 게시물 및 자료의 관리)⑦ 4.음란자료, 6.개별 법률과 본 약관 및 카페 운영원칙에서
정한 매매, 유통 금지 물품의 판매 및 알선에 대한 자료, 7.기타 약관 및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의
자료 게시 금지

카페
운영원칙
블로그
운영원칙

○ 이용제한 사유 해당 게시물-1.음란성게시물 2.불법성 및 청소년 노출 부적합 게시물 3.사행심 조장 및
상업 게시물 6.통신판매 금지품목, 제한품목 관련 게시물 7.기타(스팸글 등)
○ 이용제한 사유 해당 게시물-3.영리추구/홍보성 게시물 4.불법성 게시물 5.음란성 게시물 6.청소년
부적합 게시물 7.기타(스팸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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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규제
약관 등

카페/게시판/블로그 등 스팸게시물 규제 조항
○ 제13조(회원의 의무)①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다음
서비스약관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할 목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메일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삭제,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다음

○ 제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①불법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카페
카페약관

개설 및 이용 제한
○ 제6조(카페, 카페메뉴, 강제폐쇄 및 게시물 삭제, 공지)②본 약관 제4조 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목적으로 카페를 이용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 Daum은 해당 카페 또는
카페메뉴(게시판, 자료실, 소모임 및 기타)를 강제 폐쇄 시키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게시물에 대한 책임)⑦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⑨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⑩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네이트
이용약관

개별서비스별 세부이용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
○ 제24조 (회원의 의무)②회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의 행위 금지
○ 제9조(게시물의 삭제)①7.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9.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10.영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이라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12.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네이트

삭제(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각종 파일, 링크, 댓글 등을 모두 포함)
판서비스

○ 제12조(이용자의 의무)①4.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이용약관

13.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6.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금지
③이용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의 행위 금지

판서비스
운영원칙

○ 3.게시물 삭제 기준-마.불법광고 게시물, 바.도배성 게시물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 통보없이
삭제, 경고 및 이용정지
3.귀하의 의무
(4)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②위법적, 위협적, 폭력적, 불법적, 저속 또는 음란한 내용 및 기타 부적절한 내용의 컨텐cm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⑤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 “스팸(spam)”
,

야후
코리아

서비스 약관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쇼핑’
(
과 같이 판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역은 제외)
12.사용의 중지 및 내용 삭제
귀하는 야후가 사전고지 없이 귀하의 서비스 이용을 종료, 중지 및 제한시키거나 서비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야후!가 서비스를 종료, 중지 및 제한하거나 서비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3)음란.폭력물 등의 불건전한 자료의 게재.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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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팸규제
약관 등

카페/게시판/블로그 등 스팸게시물 규제 조항

○ 제6조 (블로그의 개설, 운영 및 폐쇄)
블로그 약관

11.야후!는 상업적 목적의 스팸으로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블로그를 발견할 경우 별도 경고
조치 없이 해당 블로그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임시조치 및 삭제)②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 가능
4.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내용인 경우

이용약관

○ 제22조(회원의 의무)⑥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11.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저장공간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15.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4.
‘회원’
의 게시물이‘정통망법’및‘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회사’
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푸딩서비스
이용약관

○ 제13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1.‘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회사’
는 사전통지 없이 해당동‘회원’
과의
이용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동‘회원’
의‘본 서비스’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파란

⑦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제10조(회원정보,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4.
‘회원’
은‘본 서비스’
를 이용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바이러스,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등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전송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아임인
서비스
이용약관

○ 제22조(계약해지 및 이용 중지)1.
‘회원’
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회사’
는 사전통지 없이 동‘회원’
과의 이용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동‘회원’
의‘본 서비스’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
가능
⑦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제24조(회원의 의무)3.
‘회원’
은‘회사’
의 사전 동의 없이‘본 서비스’
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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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회원의 의무)4.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 및 회원자격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관계법령 또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의 전송 또는 게시행위
7)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프리챌

네트워크
이용약관

화상, 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제13조(회원의 게시물 및 게시물의 저작권 등)2.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없으며, 회사는 서비스 내에 존재하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임시조치, 이동 또는 등록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과 임시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6)영리 혹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9)동일한 내용을 중복, 반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서비스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 제12조(이용자의 의무 및 서비스 이용제한)⑤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게시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 등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천리안
2.0

이용약관

4.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공개게시물의 삭제)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2.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5.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 제11조(회원의 의무)①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4.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제16조(회원의 게시물)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②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⑦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코리아

서비스

닷컴

약관

⑧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0조(서비스 이용 책임)회원은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2조(서비스 이용제한)②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게시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 등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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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회원의 의무)
“회원”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8.
“정보통신망법”등 관계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약관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9.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제16조(
“게시물”
의 관리)1.
“회원”
의“게시물”
이“정보통신망법”및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네트워크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게시물”
의 게시 중단 및 삭제

이용약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회사”
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때,
권리자는“회원”
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는 제1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 침해가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게시물”
에 대한 임시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스팸 메일 발송자/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이용의 제한 및 제재
①드림위즈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회원”
의 경우“정보통신망법”및 드림위즈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드림위즈 메일 서비스 혹은 게시판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기 [2. 스팸 기준]에 해당하는 스팸 메일을 전송하거나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 또는 계약

스팸관리
정책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 또는 게시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드림위즈의“서비스”
가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는 등 스팸 메일 발송/게시물 게시에 무단으로 이용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②상기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드림위즈는 전체 서비스 이용 약관 제18조에 의거, 해당“회원”
의 메일 서비스 또는 게시판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서비스”
에

드림

일시적 또는 영구히 적용됩니다.

위즈

나.게시물의 관리 및 보존
드림위즈는 회원이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 게시판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게시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불량게시물에 대한 정의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원칙

3.사행심 조장 및 상업 게시물
홈피 내부에 상품을 진열하고 금전적 거래를 발생시키는 경우 혹은 이를 알선하는 경우
특정 회사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업적 내용을 게재한 경우
돈버는 사이트 소개, 피라미드식 사기행위 등 허위사실이나 불법적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6.기타 불법 게시물
도배 형식으로 여러 번 글을 올려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행운의 편지글, 스팸글, 홍보글 등의 도배자료를 올리는 경우
불법제품을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가.불량홈피에 대한 정의
1.음란성 게시물
성인사이트 홍보의 수단으로 홈피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홈피가 즉시 패쇄될 수 있습니다.
음란성, 외설적인 내용과 함께 도배성 홍보를 통해 홈피방문을 유도하는 경우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피서비스
운영원칙

3.사행심 조장 및 상업 게시물
특정 회사나 개인의 이익 및 광고,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개설/운영하거나 상업적 내용을 게재할
경우 즉시 폐쇄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이나 중개 수수료를 목적으로 홈피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폐쇄될 수 있습니다.
드림위즈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물, 판촉물 등의 자료를 게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체의 경우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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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게시판/블로그 등 스팸게시물 규제 조항

○ 제8조(회원의 의무)②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행위
6.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제13조(회원의 게시물 및 커뮤니티 이용)회사는 회원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 및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
회원약관

에 글을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사전동의 없이 해당내용의 삭제·이동 또는 등록거부와 게시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②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⑧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6조(서비스 이용 책임)회원은 회사에서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한
결과 및 손해,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15조(회원의 게시물)(4)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내의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자료들이 블로그 서비스
운영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

조인스

블로그

니다.

서비스

⑥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이나 돈벌이 광고 등 상업적 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약관

엠에스엔

⑦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이버 시위 및 도배 목적의 내용인 경우
⑫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⑬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카페 매니저의 권한과 의무)8.카페 매니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카페 회원을
블랙 리스트로 등록하여 카페 이용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단, 블랙 리스트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악용한 것이 확인되면 카페 매니저에게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비밀 카페 제외)
(4)다단계, 돈벌기 등 상업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카페
서비스
이용약관

○ 제16조(카페 메뉴, 게시물, 자료의 삭제)2.카페의 게시물이 카페의 개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4)음란물, 도박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6)기타 관계 법령이나 개별 서비스에서 정한 바를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
○ 제18조(카페 경고 및 폐쇄)1.카페 활동이 제 10조 2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를 경고 또는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12)상용 또는 상업적 목적의 정보를 게재한 경우

○ 게시판 관리기준을 위반해 한 달 이내에 글 삭제가 3건을 넘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글 쓰기가
게시판
관리기준

금지됩니다. 그 1주일 이후 다시 삭제 3건(한 달 이내)에 이른 이용자는 글쓰기가 금지됩니다
○ 규제 대상
3.도배성글 : 같은 글을 많은 게시판에 동시에 올리거나 제목만 바꾸어 올리는 경우
5.영리 목적의 광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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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팸방지수칙 안내
1. 휴대전화 스팸 방지수칙
①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차단 서비스(무료) 신청하기
② 단말기의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③ 불필요한 전화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전화번호가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기
④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기
⑤ 불법스팸은 휴대폰의 간편신고 기능 등을 이용하여

(spam.kisa.or.kr)로 신고

하기

2. 이메일 스팸 방지수칙
① 이메일 서비스에서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자체에 내장된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② 미성년자는 포탈의 청소년 전용 계정을 이용하기
③ 불필요한 광고메일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웹사이트, 게시판 등에 이메일주소를 남기지
않기
④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열어보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기
⑤ 불법스팸은

(spam.kisa.or.kr)로 문의 및 신고하기

3. 정보보호 실천수칙
① 자동 보안패치 설정하기
② 바이러스 백신 및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사용하기
③ 컴퓨터 패스워드 설정하기
④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ctiveX 프로그램 설치하기
⑤ 공인인증서 USB 저장 등 금융 정보 안전하게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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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 수칙
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지 않기
- 스마트폰용 악성코드는 위·변조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유포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자제
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 의심스럽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정상 프로그램으로 가장한 악성
프로그램이 사용자 몰래 설치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 자제
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
- 멀티미디어메세지(MMS)와 이메일의 첨부파일 기능은 악성코드 유포 수단으로 사용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 필요
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 단말기를 분실 혹은 도난당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설치 방지를 위하여
단말기 비밀번호 설정 필요
⑤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시에만 켜놓기
-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단말기의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해
서는 블루투스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 시에만 활성화
⑥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하기
- 이상증상 발생 시 스마트폰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며 조치 후에도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백신 프로그램을 통한 단말기 진단 및
치료 필요
⑦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기
- 스마트폰용 악성프로그램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파일에 숨겨져 유포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및 파일 다운로드·실행 시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유무
검사 후 사용
⑧ PC에도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기
- 스마트폰과 PC간 데이터 백업, 복사, 전송 등의 작업수행 과정에서 PC에 숨어있는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으로 옮겨질 수 있으므로 PC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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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를 변경(예: Jailbreak) 사용할 경우, 기본적인 보안기능 등에
영향을 주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스스로 구조 변경 자제
⑩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 해커들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고 다양한 공격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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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불법스팸 신고방법
1. 불법스팸대응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는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3년 1월부터 스팸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처리 등의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해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스팸수신
차단 및 대처요령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스팸 신고를 접수하여 사실관계
및 피신고인 신원확인 등의 기초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로 행정처분 또는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 한편, 2010년 1월 스팸, 개인정보침해, 해킹 등 각종 민원을 통합 관리·처리하는 118팀을
설립하여 기존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불법스팸 신고접수 채널
접수채널

내용

공

통

홈페이지(spam.kisa.or.kr) 및 SPAMCOP 신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접수

전

화

팩

스

팩스(02-405-4789)로 접수

우

편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방

문

위치 : 3호선 경찰병원역 1번출구

“

”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로 접수

3. 불법스팸 신고프로그램(SPAMCOP)
●‘스팸캅(SpamCop)’
은 이용자의 불법스팸에 대한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여
이용자의 불법스팸신고를 촉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접수 및 처리하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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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kisa.or.kr/

)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 스팸캅 관련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18로 하면 된다.

●‘스팸캅(SpamCop)’설치 및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에서 스팸캅 프로

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오른쪽 하단 시스템 트레이에 스팸캅 아이콘(

)이 생성된다.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메뉴가
나타난다.

▶ 프로그램 이용안내 :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인터넷 웹 페이지로 나타

난다.
▶ 개인정보

환경설정 : 불법스팸신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미리‘개인정보 환경

개인정보가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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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하기 :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불법스팸신고’
창이 나타나게

된다.(시스템 트레이에 위치한 아이콘(

)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도 된다.)

- 이미‘환경설정’
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해 놓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나므로 비밀번호와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증거자료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 이메일(일반 및 수신거부 후 재전송), 전자적매체(게시판 등), 휴대전화, 팩스로 수신한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으며, 각 매체별로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제외한 입력항목 및
증거자료 파일 첨부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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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메일
(표기의무 위반 등)

입력 항목
- 신고내용
- 개인정보 이관 동의 여부

증거자료 첨부
- 파일 첨부 (제한용량 : 2MB/개, 5개까지 가능)
- 파일 첨부 (제한용량 : 2MB/개)

이메일
(수신거부 후 재전송)

- 신고내용

① 최초 수신 스팸메일

- 개인정보 이관 동의여부

② 수신거부의사 표시 메일
③ 재수신 스팸메일

전자적매체
(게시판 등)

- 피해 사이트 URL
- 신고내용
- 개인정보 이관 동의여부

- 신고 URL
- 파일 첨부 (제한용량 : 2MB/개, 2개까지 가능)

- 발신 전화번호
휴대전화

- 신고내용
- 개인정보 이관 동의여부

- 스팸 수신일시
- 내용 선택
- 형식 선택
- 파일 첨부 (제한용량 : 2MB/개, 2개까지 가능)

팩스

- 피해 전화번호

- 발신 팩스번호

- 신고내용

- 스팸 수신일자

- 개인정보 이관 동의여부

- 파일 첨부 (제한용량 : 2MB/개, 2개까지 가능)

- 이메일 스팸신고시 증거자료 첨부는 자동과 수동의 두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첫째, 자동 파일 첨부 (Microsoft Outlook 또는 Outlook Express에서만 가능)
① OutLook(또는 Outlook Express)의 편지함 리스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스팸메일을
선택한다.(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클릭)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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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팸캅 프로그램을 실행하여‘불법스팸신고’
창을 띄운다.
③‘불법스팸신고’창에서 자동첨부 아이콘(

)을 누르면 선택한 스팸메일이 자동으로 첨부

된다.

※ 파일 자동첨부는 한번에 1개의 메일씩만 가능하다.

둘째, 수동 파일 첨부
① 신고하고자 하는 스팸메일을 PC에 저장한다.
② 스팸캅 프로그램을 실행하여‘불법스팸신고’창을 띄운다.
③‘불법스팸신고’
창에서 수동첨부 아이콘(

)을 클릭한 후‘열기’
창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

하여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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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대전화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 간편신고 서비스란, 휴대전화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
이며,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로 접수

가 된다.
※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의‘신고/상담결과 확인’
에서 신고내역 및 처리결과를 확인 가능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개념도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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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신고 서비스 메뉴 조작방법

Ⅱ. 불법스팸 처리절차
1. 스팸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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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자 신고
● 이용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 Spamcop
신고프로그램,

,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스팸을 신고할 수 있다.

나. 처리 절차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에서는 신고의 접수 후

해당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 확인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한다.
(신고접수) 채널별로 접수된 민원인의 신고내용 확인
(정보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스팸관련번호 및 도메인, IP
등 조사대상(피신고업체)의 정보제공 요청
(이용제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스팸발송건 중 법위반사실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건을 일정기간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등을 요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에 신고·접수된 건 중

스팸유형을 분류하여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건은 중앙전파관리소로 이관하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 행정처분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형사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신고·상담결과 확인 방법
● 홈페이지(spam.kisa.or.kr), 스팸캄(SpamCop) 프로그램,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및
을 통하여 불법스팸을 신고한 신고인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민원
접수·처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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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스팸 신고처리 근거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스팸차단 방법 등을 안내하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스팸의 신고를 연중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91p 및 93p
참조)
불법스팸대응센터 설치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법

조문
제52조3항
10호

내용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0. 불법전송광고와 관련된 고충의 상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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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신고처리 근거
법령

조문

규제내용

규제대상

처벌내용

전체

1년 징역,

- 수신거부, 동의철회 회피방해 기술 금지
제50조6항

- 전화번호, 우편주소 자동생성 기술 금지
- 전자우편주소 자동등록 기술 금지

1천만 원

- 광고전송 정보 은폐 기술 금지(전송지 위작)

(제74조)
제50조의8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정보 전송 금지
(인터넷 도박, 음란물, 불법의약품, 대출 등)

제50조1항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제50조2항

수신자의 사전 미동의 정보 전송 금지

전체
이메일,
게시판

정보통
신망법

제50조4,5항

전화, FAX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하는 자는 표기사항 기입 의무

관련조항

이메일,

위반한 자,

게시판

하도록 한 자:
3천만원

제50조7항
제50조의5
제50조의
7의 1항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시 필요한 조치 의무
광고성 정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설치시 이용자의 동의 획득
의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관리자) 구체적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전체

이하의
과태료

인터넷

(제76조1항)

게시판

4. 행정처분 절차
● 중앙전파관리소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및 이를
하게 한 자(광고주·위탁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가 여러 번
있는 경우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통신망법 행정처분 대상
관련조항
제50조1항

내 용

처벌내용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규제대상
전자우편,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적 전송매체
제50조1항

제50조2항

제50조3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후9시 ~ 아침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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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제50조7항,

모사전송기기

제50조의5,

전화,
모사전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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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처벌내용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하는 자는 표기의무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

전자적 전송매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하는 자는 표기의무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
으로 밝혀야 한다

제1항

제50조의
7의1항을
위반한 자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및 위반행위를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도록 한 자

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의7의

전자우편,

으로 밝혀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
제50조의5

규제대상

전화,
모사전송기기
전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터넷

(제76조1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시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 10일 이내에 의견(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

① 민원접수(한국인터넷진흥원)
② 스팸관련번호 및 도메인 IP 등 소유자 정보제공 요청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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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팸관련번호 및 도메인 IP 등 소유자 정보 확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④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 의뢰(한국인터넷진흥원 > 중앙전파관리소)
⑤ 우편으로 의견제출 요청(중앙전파관리소 > 피신고인)
⑥ 의견청취(피신고인 의견제출통지내역을 작성하여 전파관리소에 제출)
⑦ 과태료부과 안내(중앙전파관리소 > 피신고인)
⑧ 피신고인 이의제기
⑨ 이의제기 건 법원 이관

5. 형사벌 절차
●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불법행위를 위해 광고를 전송하거나 엑셀을 이용한 휴대
전화번호 생성 등과 같은 악성 스팸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망법 형사처벌 대상
관련법령

규제내용

처벌내용

규제대상

- 수신거부, 동의철회 회피방해 기술 금지
제50조6항

- 전화번호, 우편주소 자동생성 기술 금지
- 광고전송 정보 은폐 기술 금지(전송지 위작)

제50조의2

전체

- 전자우편주소 자동등록 기술 금지
1년 징역,

- 운영자 동의 없는 전자우편주소 자동수집 금지

1천만 원

- 제1항 위반한 전자우편주소 판매, 유통 금지

(제74조)

전자우편

- 제1,2항 위반한 전자우편주소 이용 금지
제50조의8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정보 전송 금지
(인터넷 도박, 불법의약품, 대출 등)

전체

● 수사기관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사법
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고, 스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및 중앙전파관리소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되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수사를 한다.
※ 근거 법률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3호(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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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형사사건 처리절차 개요

(출처 :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수사
● 고소, 고발, 신고와 같이 민원인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거나 풍문, 언론보도 등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수사기관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어 조사를 종결하는 것을 내사 종결이라고 한다.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피의자’
가 된다.
□체포
●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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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과 불구속
●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 그러나 구속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고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송치
●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기소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한다.
□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8)와
무혐의 처분9)이 있다.

8)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9)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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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고 집행유예10)를 붙여
주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11)를 하는 수도 있다.
□ 형의 집행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한다. 그리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된다.
□ 형집행정지
● 형의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거나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도 있다.

10)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고 착실히 살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11)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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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정보통신망법 스팸규제조문(표)
※’
09.4.22 개정
조문

규제내용

제50조
제50조1항

규제대상

처벌내용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의 제한
이메일,

- 명시적 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전송 금지

전자적 전송매체

3천만원 과태료

- 사전 수신 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제50조2항

※ 1. 사전 거래 관계자 제외

전화, Fax

3천만원 과태료

전화, Fax

3천만원 과태료

2. 통신판매업자 및 전화권유사업자 제외
제50조3항

- 오후 9시 ~ 아침 8시까지 별도 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제50조4항

- 광고 시 표기의무

제50조5항

- 광고 시 표기의무

이메일,
전자적 전송매체
전화, Fax

3천만원 과태료
3천만원 과태료

- 수신거부, 동의철회 회피방해 기술 금지
- 전화번호, 우편주소를 자동생성 기술 금지
제50조6항

- 전자우편주소 자동등록 기술 금지

전체

- 광고전송 정보 은폐 기술 금지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전송지 위작·변작 경우)
제50조7항

- 수신거부 시 금전적 비용 수신자부담 금지

제50조의2

전체

3천만원 과태료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제50조의2의1항

- 운영자 동의 없는 전자우편주소 자동수집 금지

제50조의2의2항

- 1항 위반한 전자우편주소 판매, 유통 금지

제50조의2의3항

- 1, 2항 위반 전자우편주소 이용 금지

제50조의3

이메일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3의1항

- 광고전송 위탁 시 관리, 감독 의무

제50조의3의2항

- 손해 배상책임 시 위탁받은 자 소속직원으로 간주

전체
제50조의4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역무제공 거부

제50조의4의1항

시스템 장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수신자가 거부할 시

정보통신서비스

불법스팸 전송 시

제공자

제50조의4의2항

- 역무제공 거부 내용 이용약관에 포함

제50조의4의3항

- 역무제공 거부 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의무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 설치 전 동의 의무 및 용도/삭제방법 등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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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규제내용

제50조의6
제50조의6의1항

대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보급
- 정통부위원장의 스팸차단 및 신고프로그램 개발, 보급
방통위

제50조의6의2항
제50조의7
제50조의7의1항

처벌내용

- 동 SW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지원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홈피 운영자 거부의사에 반하는 게시 금지

3천만원 과태료
게시판

제50조의7의2항
제50조의8

제61조

- 위반 시 운영자는 삭제 조치
1년 징역,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정보 전송 금지

1천만원 벌금

-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64조
제64조1항
제64조2항

통신과금

2년 징역 또는

서비스제공자

1천만원 벌금

정보통신서비스

1천만원 과태료

자료제출 등
-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제출 요구
- 불법스팸 전송자에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등 정보
열람 및 제공 요구

제공자등
제64조3항

- 사업장 출입하여 업무현황, 장부 및 서류 검사

제64조4항

- 시정조치 명령

제64조5항

- 검사개시 전 사업자에게 7일전 통보, 긴급 시 선 조치 가능

제64조6항

- 검사목적 출입 시 증표 및 성명, 시간, 목적 문서 교부

제64조7항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위해 인터넷진흥원에 필요지원 요청

제65조
65조1항
제65조2항
제65조3항

권한의 위임 위탁
- 소속 기관장에게 일부 및 전부를 위임
- 13조는 전산원에 위탁
- 55조1항,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
- 55조6항을 56조3항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직원에 준용

제76조
제76조1항

방통위

부록

제65조4항

방통위

과태료
- 광고성 정보전송 또는 게시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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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정보통신망법 스팸규제조문(원문)
※ 2009. 4. 22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통신망”
이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
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정보통신서비스”
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이용자”
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전자문서”
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개인정보”
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침해사고”
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정보보호산업”
이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사업이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게시판”
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통신과금서비스”
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재화등”
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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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정보화촉진기본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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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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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려면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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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구매·이용 내역,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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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구매·이용내역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제4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60조(손해배상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제공하는 자
[본조신설 2007.12.21]

제64조 (자료제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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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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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4.22>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정보화촉진기본법」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4.22>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4.22>
[전문개정 2008.6.13]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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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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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 본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4조의5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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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4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8. 제46조의3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 또는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9. 제46조의3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이용 내역 및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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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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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개정) 과태료 부과기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관련)
Ⅰ.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동조 제2항 각 호(이하“개인정보보호규정”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의 유형,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
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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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위반사항

근거법령

○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1회

2회

3회
이상

750

1,500

3,000

300

600

1,000

법 제76조
제1항제7호
법 제76조
제1항제8호
법 제76조

○ 법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제1항제9호

○ 법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 법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76조
제1항제10호
법 제76조
제1항제11호
법 제76조
제3항제22호
법 제76조
제3항제23호
법 제76조

○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항제24호

○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64조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71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00

- 법 제72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00
법 제76조

- 법 제73조 및 제74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12호

1,000

- 법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0

- 법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50

- 법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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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용어 설명
●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
※ 일반적으로 이용자는 원치 않는 모든 광고성 정보를 스팸으로 인식
※ 광고성 정보는 영리성(대리운전, 상품소개) 및 비영리성(선거, 동호회)으로 구분

●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의사에 반(反)
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동 법에서는 수신자의 광고 수신동의, 표기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광고 사전수신 동의(Opt-in)
광고전송자가 수신자에게 사전에 광고수신 동의를 받아야 광고전송이 가능(적용대상: 휴대
전화, 팩스)
● 광고 수신거부 후 재전송 금지(Opt-out)
수신자가 광고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 수신자에게 광고 재전송 금지(적용대상:
이메일, 게시판)
● 통신과금서비스
타인의 재화를 구입한 경우 통신요금과 함께 재화비용을 합산해서 청구·징수해 주는 서비스
● 정보이용료
휴대전화를 통해 음성정보(증권, 경마, 성인채팅) 및 무선인터넷 콘텐츠(음악, 게임, 화보 등)를
이용·구매한 경우 통화료 외에 별도로 부가되는 서비스 이용료
● 콜백 URL 단문서비스(Callback URL SMS)
짧은 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인터넷 URL을 남기고, 휴대폰 사용자가 통화 버튼을
누르면 해당 주소의 무선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속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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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 URL 단문메시지 예시

실제로는 [http://heart1.pe.kr/s.in?p=c] 라는 URL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수신자에게는 보여 지지 않고 수신자가 확인 또는

일반적으로 수신자에게 보여지는 콜백 URL 단문메시지 형태

통화버튼을 누르면 해당 주소로 무선인터넷사이트에 접속되어
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

● 특별사법경찰권(불법스팸 수사)
‘정보통신망법’
에서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도박·대출·의약품
등)에 관한 수사권한을 검찰, 경찰 이외에 방통통신위원회 및 중앙전파관리소에 부여
함으로써, 스팸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특별사법경찰법, ’
08.9월 시행)
※ 근거 법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3호(검사장의 지명
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무료 부가서비스)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SMS)의 발신·회신번호, 본문내용, 발송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팸을 이동통신망에서 사전에 차단해 주는 서비스
●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휴대폰에 내장된 메뉴로써 이용자가 휴대폰의 간단한 메뉴버튼 조작만으로 수신한 스팸을
자동으로 KISA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
07년 2월부터 간편신고 탑재 단말기 보급(’
10.7월 현재, 36백여만대 보급/가입자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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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불법스팸 관련 FAQ

1. 불법스팸 일반
Q. 스팸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스팸의 대표적인 특징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점, 상업성,
대량성을 띄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일정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전송되는 것이 법률적 의미의‘스팸’
이며, 보다 정확하게는‘불법스팸’
이라
합니다.
국내에서‘불법스팸’
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Q. 영리목적의 광고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개인, 사업자,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 포함)에 관한 정보나
자신이 제공할 상품, 서비스의 내용 또는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계속적인 이익이든 일시
적인 이익이든 상관없이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됩니다.
Q. 스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스팸은 전송 유형에 따라 크게 이메일스팸과 전화스팸으로 구분이 되며 기타 팩스, 게시 스팸
등으로 분류됩니다.
음성 스팸의 유형으로는 원링스팸, 녹음된 음성스팸(ACS 또는 ARS), 육성으로 전송하는 스팸
(TM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문자스팸의 유형으로는 SMS, URL-SMS, MMS를 이용한 스팸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Q. 스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용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 Spamcop 신고

116

부록

이용자 종합 내지 2011.1.31 1:0 PM 페이지117

001 CTP175 2540DPI 175LPI

이용자를 위한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

프로그램,

,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스팸을

신고할 수 있다.
접수채널

내용

공

통

홈페이지(spam.kisa.or.kr) 및 SPAMCOP 신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접수

전

화

팩

스

팩스(02-405-4789)로 접수

우

편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방

문

위치 : 3호선 경찰병원역 1번출구

“

”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로 접수

Q.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업자 정보를 보유할 수
있나요?
보통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가 재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를 1년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전에 자사 약관·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Q.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불법스팸 발송자가 더 이상 스팸을 발송하지 못하
도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이용제한을 요청하게 됩니다(이용약관에 근거함). 통상
1차 적발 시에는 1개월 이용정지, 2차 적발시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 060(성인스팸)번호로 연결되는 문자광고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차 요청 시
1개월 이용정지, 2차 요청부터 계약 해지등을 진행하며, 무선인터넷(성인스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광고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차 요청 시 2주 이용정지, 2차 요청 시 1개월
이용정지, 3차 요청 시 계약 해지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용제한의 범위는 불법스팸에 악용된 특정 서비스 또는 해당 발송자가 계약한 전체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거래정보의 범위는?
A. 거래관계에 근거한 아래의 정보는 통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보며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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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
-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발신자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
신청, 회원 가입, 은행계정, 대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 (계약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정기적인 계정
잔액 정보 또는 기타 계정 명세서 등)
- 고용관계와 직접 연관있는 정보, 또는 수신자가 현재 개입, 참여, 등록되어 있는 퇴직금 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포함)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2. 휴대전화 광고
Q.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광고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각 이동통신사별로 수신자가 받을 문자메시지가 스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차단해주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SKT는‘스팸필터링’
, KT는‘스팸차단서비스’
, LG U+는‘스팸차단’
과 같은 서비스명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114를 눌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060, 030음성정보 서비스 차단, 060-XXXX-YYYY 형태의 발신번호에 대해 음성
전화 착신 차단, 030, 050, 060, 080으로 시작하는 번호 중 고객이 스팸으로 선택한 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를 차단해주는 서비스 등을 하고 있으니 이용하시는 통신사를 통해 문의 및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기 내에 문자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도박, 대출, 불법
의약품 스팸에서 많이 이용되는 단어(비아, 바카라, 연체자금 등)들을 입력하시어 문자 필터링
기능을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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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전화광고가 금지되나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동종의 상품
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기존 거래 관계로 인정되어 광고
수신에 대한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거래관계란 재화 및 용역(서비스)의 구매·이용행위가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고 판매 및
계약이 완료된 건에 한정함. 즉, 타인의 강요에 이루어진 판매나 계약을 취소한 행위 등은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회원탈퇴나 계좌해지 등 명백한 서비스 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나 광고발송자가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인 경우 사전동의없는 기존 거래관계에 의한 광고발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의무를 함께 준수하여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서는 사전동의없는 개인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전기통신사업자(기간, 별정, 부가)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
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호)

Q. 거래내역이 있거나 사전수신동의 한 곳으로부터 휴대전화광고(문자, 녹음된 음성)를 받고
싶지 않거나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인터넷 사이트, 전화정보 서비스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시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에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 해당 광고성 정보 내용 및 전송주기, 전송매체 등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광고성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광고수신 NO 체크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거래관계가 있거나 광고성 정보에 수신동의하여 광고를 수신한 경우라 하더라도,
더 이상 광고성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개인)에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전에 수신을 동의를 하여 전화광고를 수신하신 경우는‘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에 의거한 처분은 불가하므로 해당 업체에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철회 의사를 전달하신 후 동일광고를 재수신하시는 경우 신고접수가 가능
합니다.
Q. 비영리단체가 휴대전화 광고(문자, 녹음된 음성) 보내는 것은 허용되는가?
비영리단체이더라도 영리목적의 휴대전화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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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관계없이 명함만 주고받은 경우 휴대전화광고(문자, 녹음된 음성) 전송을 허용하나?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광고수신자와 서로 자발적으로 명함을 주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수신자가 광고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임의로 휴대전화광고(문자,
녹음된 음성) 및 팩스광고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Q. SMS, URL-SMS, MMS 스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SMS(Short Message Service) 스팸’
은 휴대전화, 인터넷전화(VoIP) 등의 단문 메시징 서비스
(80bytes(한글 40자) 이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URL-SMS 스팸’
은 무선인터넷으로 특정 사이트의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전송
되는 문자메시지입니다. 문자의 본문을 입력하는 공간에 무선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Callback URL을 저장(본문과 URL 구분을 위해 특수문자를 구분자로 사용)하고, 수신자가‘OK’
버튼 또는‘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동통신망을 통한 무선인터넷에 연결되어 해당사이트에 자동
접속됩니다. 이는 휴대전화에서 직접 작성할 수 없으며, URL-SMS 발송기능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또는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스팸’
은 회신번호란에 개인 이동전화번호 입력 후
문자메시지 본문 안에 광고할 이미지·동영상·음악·텍스트 등을 첨부하여 수신자에게 일방적
으로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Q. 원링스팸과 녹음된 음성스팸은 어떤 방식을 띄나요?
원링스팸은 벨이 한두 번 울린 후 끊는 방식으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음성스팸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060 또는 무선인터넷 등 과금이 발생하는 특수번호를 직접 남기는 방식과 이동전화번호나
일반전화번호를 남긴 후에 호기심에 전화를 걸면 녹음된 음성으로 광고내용과 할께 특수번호를
안내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녹음된 음성스팸은 수신자와 전화를 연결하여 일방적으로 녹음된 음성광고를 전송하는 유형으로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전용선 등에 자동호출장치(ACS) 또는 자동녹음장치(ARS)를 설치하여
광고내용을 전송하는 음성스팸을 말합니다.
Q.‘원 링’광고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위반 건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벨이 1~2번 울린 후 끊는 방식으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접속을 유도하는 원링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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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번호를 직접 남기는 방식과 이동전화 번호나 일반번호를 남긴 후 호기심에 전화를 걸면
음성으로 광고내용과 함께 특수번호를 안내하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수신자에게 전송자 전화번호가 확인
되어‘광고전송의도’
가 확인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에 대한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Q. 060(음성채팅), 야한 사진이 있는 포토메일(무선인터넷접속)같은 성인광고를 안 받고
싶은데요
060 또는 무선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문자광고는 높은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므로 이용하실 의사가
없다면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 이동통신사별로 060 등 특정식별번호에서 전송되는 광고에 대해 번호 차단서비스, 모든
원치 않는 광고를 식별하여 차단하는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수신차단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치않는 과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용하시는 이통사, 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서비스 제공업체(Contents Provider)에 연락하여 알려주면 민원접수 후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쳐 요금취소나 감면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접속을
하시어 이용을 하신 경우라면 과금 분쟁시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문자에 1521, 1504, 1551, 0191519 이런 번호는 뭔가요?
1521(KT), 1504,1551(SKT), 0191519(LGT)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고객에게 전송하는 문자의
수신거부번호입니다. 이용하시는 이동통신사에서 전송하는 안내 문자 및 광고를 수신하고 싶지
않은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수신거부 하시기 바랍니다.
Q. 심한욕설이나 반복적인 협박문자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휴대폰으로 반복적인 협박이나 심한 폭언 등의 문자를 수신하신 경우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나 관할 경찰서(1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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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여러 지사, 대리점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광고하는 경우 수신거부는 어떻게 하나?
본사와 지사, 본사와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공유할 경우 수신거부의사도 공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수신거부로 해당 본사 및 지사, 대리점에서 전송하는 광고에 대한
수신 거부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사를 비롯하여 그 회사의 모든 지사 및 대리점에서 해당 수신자
에게 광고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Q. 대출을 받으라는 광고와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문자가 휴대폰으로 수시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전에 수신 동의하지 않았거나 회원(거래)관계가 아닌 업체(인)으로부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화나 문자를 수신하신 경우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휴대전화기에서‘신고’기능을 이용하여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에 접속하거나
전화하여 아래 형식을 준수하여 신고
1. 피해전화번호 : 피해를 입은 신고(수신)인의 전화번호
2. 통신사: 피해를 입은 신고(수신)인의 전화가 가입된 통신사(예: SKT, KT, LGU+등)
3. 증거자료
1) 스팸번호 :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한 스팸 전화번호(예: 060-000-XXXX)
2) 수신일시 : 스팸을 수신한 정확한 일시(예: 2010년 00월 00일 00시 00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스팸의 형식(문자, 녹음 등) 및 내용(대출, 음란물 등) 선택
4. 내용 : 문자메시지의 경우 문자메시지 내용 및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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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02-1122-XXXX, (광고)신용카드돌려막기 24개월분할상환....)

Q.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문자광고를 누가 보낸 것인지 표기가 불명확하고, 연락처도 없어서
계속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휴대폰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무료수신거부 번호(080-)가 없는 문자광고가 수신된 경우
에는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휴대전화기에서‘신고’기능을 이용하여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에 접속하거나

에

전화하여 아래 형식을 준수하여 신고
1. 피해전화번호 : 피해를 입은 신고(수신)인의 전화번호
2. 통신사: 피해를 입은 신고(수신)인의 전화가 가입된 통신사(예: SKT, KT, LGU+등)
3. 증거자료
1) 스팸번호 :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한 스팸 전화번호(예: 060-000-XXXX)
2) 수신일시 : 스팸을 수신한 정확한 일시(예: 2010년 00월 00일 00시 00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스팸의 형식(문자, 녹음 등) 및 내용(대출, 음란물 등) 선택
4. 내용 : 문자메시지의 경우 문자메시지 내용 및 신고내용
(예: 02-1122-XXXX, (광고)신용카드돌려막기 24개월분할상환...)

Q. 민망한 내용의 060 성인광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060 광고에 대해 수신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각 이동통신사별로 060 특정식별번호에 대한
문자, 음성전화 차단서비스나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060 문자나 음성전화 광고에 대한 수신차단서비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예전에 상품을 한번 구매한 적이 있는 곳에서 계속 광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먼저 인터넷 사이트, 전화정보 서비스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하실 시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에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 해당 광고성 정보 내용 및 전송주기, 전송매체 등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광고성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광고수신 NO 체크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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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거래관계가 있거나 광고성 정보에 수신동의하여 광고를 수신한 경우라 하더라도,
더 이상 광고성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인)에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 의사 전달 이후에 다시 전송되는 동일광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한 사전동의없는 불법스팸이 되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 관련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②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
하는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 신고방법
- 휴대전화기에서‘신고’기능을 이용하여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에 접속하거나

에

전화하여 아래 형식을 준수하여 신고
1. 피해전화번호 : 피해를 입은 신고(수신)인의 전화번호
2. 통신사: 피해를 입은 신고(수신)인의 전화가 가입된 통신사(예: SKT, KT, LGU+등)
3. 증거자료
1) 스팸번호 :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한 스팸 전화번호(예: 060-000-XXXX)
2) 수신일시 : 스팸을 수신한 정확한 일시(예: 2010년 00월 00일 00시 00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스팸의 형식(문자, 녹음 등) 및 내용(대출, 음란물 등) 선택
4. 내용 : 문자메시지의 경우 문자메시지 내용 및 신고내용
(예: 02-1122-XXXX, (광고)신용카드돌려막기 24개월분할상환...)

다만,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에서는 기존 거래관계가 있더라도 6개월 이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수년 전에 상품을 구매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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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기존 거래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스팸은 신고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전기통신사업자(기간, 별정, 부가)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
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호)

Q.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대상과 적법광고의 판단기준은 뭔가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로 접수된 스팸 신고건에 대하여 사전수신동의와 표기의무 등 법을 준수한 광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스팸 전송을 통해 부당 과금을 유발한 CP로 판단되는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과금취소, 이용정지, 계약해지 등의 단계적인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 ○○통신에서 계속 인터넷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불법스팸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이 직접 전화하여 마케팅하는 것은‘전화권유’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방문판매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습니다. 즉, 사전동의없는 일방적인 텔레마케팅은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불법스팸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나 신고는 관할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02-2023-4010)로 할 수 있습니다.

3. 이메일 광고
Q. 스팸메일이 뭐고 왜 스팸 메일이라고 부르나요?
스팸 메일은 흔히 정크메일 또는 벌크 메일이라 불리며 원치 않는 메일을 통틀어 일컫는 말
입니다. 스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미국의 한 통조림 회사가 자사의 스팸을 홍보하는 방법
이 특이하고 유별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엄청난 광고로 인해 발생되는 공해를 스팸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을 스패머라고 부릅니다.
Q. 스팸메일이 너무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치 않는 스팸메일을 받지 않으려면, 이용하고 있는 이메일서비스의 스팸필터링 기능을 설정
하여 차단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나
상담전화(

) 등을 이용하여 신고접수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 첨부 필요)

※ 증거자료 : 수신한 광고메일 원본(.eml, .msg 파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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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상시 스팸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보보호 수칙을 생활화함으로써 스팸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본문 77, 78p 참조)
Q. 제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고 스팸을 보내는 거죠?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인터넷에 게시판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경우와 사전에 등록
된 영어 단어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리스트로 스팸 메일을 발송합니다. 또한 대량으로 메일을
발송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메일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일괄적으로 메일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Q. 스팸 메일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먼저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 글을 등록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이메일
입력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웹사이트 등에 회원가입
시 광고수신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에서 NO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 보내지도 않은 메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서 반송되어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① 스팸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의 ID로 변조하여 발송하는 경우
자신의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될 경우
아래 사항일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발송자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사람 또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메일로 보이기 위해 발송
자 ID를 위조 또는 변조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며, 자주 발생되지 않으며 1회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② 자신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바이러스가 자동으로 메일을 발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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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메일을 발송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보통 자신의 주소록에 들어
있는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바이러스 메일이 발송 됩니다. 이와 같을 경우
질문 제목에 표시된 것처럼 보내지도 않은 메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서 반송되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후 바이러스
검사를 해주셔야 하며, windowsupdate.microsoft.com 으로 접속하여 최신버전의
윈도우로 업데이트 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안티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바이러스 일 경우 알려지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http://www.krcert.or.kr/로 접속 하신 후 우측 상단에 마련된“웜/바이러스 신고”
란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opt-in 제도는 이메일에도 적용되는가?
opt-in 제도는 이메일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메일 광고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광고전송이 금지됩니다.
Q. 비영리단체로부터 수신한 메일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누구든지’
수신자의 거부의사에 반하거나 표기의무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송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는 영리
목적의 활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등의 목적으로 동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법적규제 대상이 되므로, 신고를 원하실 경우 메일 원본 파일을 저장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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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Q.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회원메일이 수신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가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해당 업체에 회원가입했거나 제3자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입력란에 오류로 수신자의 이메일주소를 기입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해당 웹사이트에
문의하시고 본인 몰래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탈퇴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광고를 더 잘 열어보도록 하기 위해 무작위로 광고메일을 보내면서, 회원메일이라고 표기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메일광고는 회원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표기의무를 준수한다면 누구에게나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일발송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메일이라면 메일
제목란에‘(광고)’표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표기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한국인터넷
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나 상담전화(

) 등을

이용하여 신고접수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 첨부 필요)
※ 증거자료 : 수신한 스팸메일 저장파일

○ 관련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128

부록

이용자 종합 내지 2011.1.31 1:0 PM 페이지129

001 CTP175 2540DPI 175LPI

이용자를 위한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

○ 명시할 주요사항
1. 제목란에 관한 사항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를 표시
2)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1)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
2)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수신거부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 명시, 수신거부 여부를 간편
하게 선택하는 방식의 기술적 조치,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

Q. 이메일 광고 내용을 읽다보니 메일 하단에‘이메일 수신거부’
라는 내용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광고를 받지 않으려고‘이메일 수신거부’
를 클릭했더니 자꾸만 페이지오류가 나고
사이트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도 스팸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신거부 버튼을 눌렀는데 페이지 오류 화면이 나타나거나 수신거부화면이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경우, 수신거부 버튼을 눌렀는데 활성화되지 않아 수신거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기술적 조치로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
니다.
신고를 원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나
상담전화(

)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 첨부 필요)

※ 증거자료
1. 수신거부 버튼 오작동(페이지 오류, 다른 사이트로 이동) 및 미작동
- 수신한 광고성 메일(.eml, .msg 파일 저장)
2. 수신거부한 메일이 반송된 경우
- 최초 수신한 광고성 메일(.eml, .msg파일로 저장)
-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반송된 메일(.eml, .msg파일로 저장)

참고로, 증거자료 첨부시 반드시 메일헤더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 원본(.eml, .msg)
이어야 하며 웹형식(.html), 이미지 파일(.gif, .jpg, .bmp)일 경우 증거자료로써 인정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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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메일을 보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송메일을 수신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여
열어보면 광고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도 스팸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보낸 메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으로부터 광고메일을 받았다며 제3자가 수신거부
한다는 메일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스팸발송자가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수신거부
이메일주소에 타인의 이메일주소를 입력하면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의 기술적 조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원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나
상담전화(

)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 첨부 필요)

※ 증거자료
1. 수신거부 및 반송 메일(.eml, .msg 파일저장)
2. 광고메일 원본(.eml, .msg 파일저장)

참고로, 증거자료 첨부시 반드시 메일헤더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 원본(.eml, .msg)
이어야 하며 웹형식(.html), 이미지 파일(.gif, .jpg, .bmp)일 경우 증거자료로써 인정되지 않습
니다.
Q. 제가 신고한 내역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았는데, 해외사이트에서 발송한 것이라서 처리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나 발송서버가 해외인 경우, 기본적으로 피신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내국인을 규제하고 있는 국내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사이트나 해외 발송서버 IP는 KISA RBL에 스팸
발송IP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처벌은 어렵지만 추후 스팸수신으로 인한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사항
KISA RBL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국내외 스팸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스팸전송에 확인된 IP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일서버를 운영하는 누구나 실시간
스팸차단리스트(RBL)를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http://www.kisarbl.or.kr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Q. 저희 사이트에서는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스팸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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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에 산재해 있는 이메일주소를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의 사전동의없이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 관련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Q. 저는 ○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수신된 이메일들을 확인해 보니 야한 동영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만19세미만)에게 성인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전송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 확인 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유해매체물 검색」
서비스
(http://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4_05.jsp)를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 확인
○ 확인방법 : 실명인증 ▶ 유해매체물 검색 DB 열람 ▶ 고시내용 확인

신고를 원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나
상담전화(

)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 첨부 필요)

※ 증거자료
1.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한 광고메일 원본(.eml, .msg파일저장)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는 국가청소년위원회(http://www.youth.go.kr)에서 실명인증 후‘유해매체물
검색’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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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19세미만의 청소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웹 메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가능한 회원정보란 화면캡쳐한 파일 등
3. 받는 사람이 신고인과 다를 경우 : 신고인의 메일함에서 신고인의 전자우편주소가 보이도록 화면캡쳐한
파일

4. FAX 광고
Q. 모르는 업체가 계속 FAX를 보내 불편합니다. 처벌할 수 없나요?
기존거래관계가 없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FAX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를 수신
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②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
하는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FAX 스팸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
나 상담전화(

) 등을 이용하여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증거자료 첨부 필요)

※ 증거자료 첨부 : 수신날짜와 연락처가 확인되는 수신한 FAX원본 스캔(*.jpg,*.bmp)

132

부록

이용자 종합 내지 2011.1.31 1:0 PM 페이지133

001 CTP175 2540DPI 175LPI

이용자를 위한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

Q.‘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입니다’
라는
문구가 찍힌 FAX광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광고도 신고할 수 있나요?
현재 FAX광고 전송자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 후 광고를 전송한 경우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예외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022023-4010) 소관이므로 문의사항 있거나 신고를 원할 경우 공정위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광고 문의
Q.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공개 게시판에 무차별적인 광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내용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게시판에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
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자가 동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영리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게시일자 포함)를 이용약관 및 게시판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위치에 고지합니다.

<광고게시거부 문구 예시>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
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게시일 2010년 XX월 XX일)”
※ 광고게시 거부의사는 광고게시자가 이를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게시판이 위치한 해당 페이지에 고지
하고, 가급적 게시판 바로 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자는 평상시 원치않는 광고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spam.kisa.or.kr/

)에 신고할 경우를 대비, 게시자 추적이 용이하도록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IP주소, 게시시간 등을 게시글과 함께 공개토록 합니다.
광고게시 거부의사를 고지한 이후에 게시되는 광고에 대해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자는 정보
통신망법 제50조의7 위반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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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광고게시거부 문구 및 그 이후에 게시된 원치 않는 광고를 각각 게시일자가 보이도록
화면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게시판 신고시 증거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게시판 운영자가 광고 게시거부 의사를 약관이나 게시판 상단 등에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치않는 광고가 게시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http//spam.kisa.or.kr)나 상담전화(

) 등을 이용하여 신고접수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자료
1. 홈페이지 운영자가 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화면캡쳐 자료(*.jpg,*.gif파일
저장)-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밝힌 해당 사이트 주소와 거부 의사 표시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홈페이지에 게시된(신고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 목록
3. 게시된 목록과 일치하는 해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캡쳐
자료(*.jpg,*.gif파일저장)-광고글이 게시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 관련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기 전 또는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며
광고 게시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 위법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Q. 광고성 프로그램(Adware 등) 설치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 PC에 팝업 형태의 광고를 띄우거나, 시작페이지
를 특정 홈페이지로 고정하는 등의 광고성 프로그램의 설치 시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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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광고성 프로그램을 이용자 PC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
을 프로그램 설치 전에 이용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고지한 후에 설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운용체제가 자동으로 띄우는 경고창의 문구‘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
에“예”
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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