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신상정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 공개 및 고지정보의 정정 제도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 집행된 공개 및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국민 누구나 그 정보의 정정을 청구하는 제도

■ 정정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정정 청구(국민 → 여성가족부)

② 접수(여성가족부) 및 청구내용 진위여부 확인(경찰·법무부)

③ 청구 결과 통지(여성가족부 → 청구인)

④ 오류가 확인된 경우, 성범죄자알림e 반영/정정고지 집행

(여성가족부)

공개 및 고지정보의 정정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찾기

■ 성범죄자알림e 앱은 어떻게 설치하나요?

- ‘성범죄자알림e’를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앱스토어

(아이폰)에서 검색하여 스마트폰에 설치

-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설치 페이지로 바로 연결됨

내 위치 (모바일단말기 GPS정보)를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성범죄자알림e 앱에서

알람설정 해두면, 설정한 시간마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및 

성범죄자알림e 관련 문의

02-2100-6100, 6410~6415

아이폰 QR코드 안드로이드 QR코드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알림e, www.sexoffender.go.kr),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

■ 어떤 정보를 알려주나요?

-  사진,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요지, 성폭력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상정보 공개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

-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행정동 기준)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기관 등에 고지하는 제도

■ 어떤 정보를 알려주나요?

- 사진,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요지, 성폭력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 상세주소 

■ 고지는 누가 받나요?

-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동 기준)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 기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 고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모바일 고지)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모바일 단말기

(카카오톡, 네이버 앱)를 통해 발송

- (우편 고지) 종이로 제작된 고지정보서를 우편으로 발송

- (정보통신망 고지)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모바일·우편과 동일한 고지정보서를 성범죄자알림e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신상정보 고지

Q

A

저는 세대주라 모바일 고지를 받았지만, 같이 사는 식구들은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없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신상정보 고지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대원은 모바일 고지를 받을 수 없지만 성범죄자 알림e

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고지 메뉴를 이용하여 고지정보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A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바일고지는 기존 우편고지처럼 신청과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고지는 현재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해 집행되므로 사전에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또는 네이버 앱이

설치 및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모바일고지가 먼저

발송되고 모바일고지를  미열람한 사용자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A

왜 모바일고지를 열람할 때 본인인증을 해야하나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는 온라인 등기우편 대체 모델로서,

등기우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듯이, 비대면 상황에서

수신받은 자가 본인임을 인증하는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 (지도검색) 지도를 클릭하여 성범죄자 검색, 신상정보 열람

- (조건검색) 이름, 도로명주소, 교육기관(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으로 성범죄자를 검색, 신상정보를 열람

- (내 주소(위치) 주변 성범죄자 찾기) 특정 주소 및 위치(모바일

단말기 GPS 정보) 반경 2k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검색,

신상정보를 열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