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담당 기관 : 위법 및 불량 정보 신고 센터(www.12377.cn)
O 기관 개요 : 위법 및 불량 정보 신고 센터(违法和不良信息举报中心)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에서 운영하는 신고 센터
로서 인터넷 위법 및 불량 정보 신고를 수리하여 처리하고, 폭력, 테러 등
의 유해정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 공안부 인터넷 범죄 신고(www.cyberpolice.cn), 네트워크 불량 및 스팸 정보 신고 센터
(12321.cn)에서도 신고 가능

O 신청 방법 : 홈페이지, app, 웨이보(weibo), 위챗(wechat), 전화(12377),
팩스(010-5563-5034), 이메일( jubao@12377.cn)
O 신청 가능 민원 :
- 정치, 테러, 유언비어, 음란물, 저속, 도박, 사기, 권리 침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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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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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내
(1) 신고 센터는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인터넷 위법 및 불량 정보 신
고 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신고 센터가 접수하는 인터넷 위법 및 불량 정보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
합니다.
1. 국가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것
2. 국가 정권, 사회주의 제도 전복을 선동하는 것
3. 국가 분열, 국가 통일 파괴를 선동하는 것
4.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알리는 것
5. 민족 원한, 민족 경시를 알리는 것
6. 폭력, 음란 정보를 전파하는 것
7. 경제 질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 정보를 작성하고 전파하는 것
8. 타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

9. 인터넷 관련 법률, 규칙이 금지하는 내용
(3) 인터넷 위법 및 불량 정보 신고 시, 신고 주체는 네트워크 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인터넷 주소나 신고 정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설명, 샘플 캡처 등 신고 기본 자료와 관련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네트워크 권리 침해 신고는 포털에서 제출하세요.
(5) 네트워크 유언비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중국 인터
넷 연합 진상 밝히기 플랫폼”에 제출해 주세요.
(6) 신고 주체는 신고 사항의 객관성, 진실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신고 안내 내용을 읽었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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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1. 신고 주체 :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
2. 신고 센터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은 네트워크 권리 침해로 개인정보
유출, 모욕, 명예 훼손 3가지 종류입니다.
3. 신고 센터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은 경내(중국 내) 인터넷 플랫폼으
로 제한합니다.
4. 신고 시 제보 정보 인터넷 주소 혹은 제보 정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설명, 샘플 캡처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신고 시 신분(법인) 증명 또는 관련 부처에서 발급한 증거 자료 등을 제
출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에서 발급한 증거 자료에는 담당자와 연락 방법
이 있어야 합니다.
6. 신고 주체가 제출한 신고 자료는 관련 부처, 관련 웹 사이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7. 네트워크 권리 침해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9. 신고 주체는 신고 사항의 객관성, 진실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신고 안내 내용을 읽었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ID 등록 신고 / 실명 사용자 신고 / 돌아가기
신고인의 기본 정보
신고 주체

공민 ●

법인 혹은 기타 조직 ○

남●

여○

이름
직업 분류
성별
이메일
핸드폰
지역
주소

신고 내용
침해 정보 유형
신고하는 플랫폼 이름
유해 정보가 있는 상세 인터넷 주소(url)

신고 내용
신고 주체는 신고 사항, 신고 이유, 요구 사항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자료
네트워크 권리 침해 정보 관련 웹 페이지 캡처를 제공하세요.
첨부 파일을 선택하세요.
신고 필요 자료
신분 증명서 사본 등의 신고 필요 자료(위임된 경우, 신고인이 서명한 위임
장, 대리인 신분 증명서 등)를 제출하세요.
첨부 파일을 선택하세요.

첨부 파일의 전체 크기는 20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수량은 1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 계속 / 초기화 / 제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