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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 및 성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단어 언급 가능

성행위 전후 묘사 및 애무(상체 스킨십) 간접 묘사 가능

단, 해당 회차 분량의 극히 일부일 경우만 가능

직접적인 단어 언급과 생식기 애무 묘사는 불가

키스(목 윗부분) 이하의 스킨십 묘사 및 상의 탈의 된 삽화 

삽입 가능

단, 유두 직접 노출 불가

생식기 및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단어 언급 가능

성행위 및 애무 직접적인 묘사 가능

신음 또는 욕설 서술 가능

성행위 및 애무가 직접 묘사된 삽화 삽입 가능

단, 생식기 직접 노출 불가

남성, 여성, 돌기, 가슴, 꽃잎, 꽃물, 샘, 숲, 

수풀 등

‘그의 아래가 묵직해졌다.’ 등

페니스, 남근, 귀두, 클리토리스, 질벽, 정액, 

프리컴, 유두, 섹스, 오르가즘, 자위, 딜도,

 바이브레이터 등

‘그가 강하게 그녀의 안을 박아댔다.’ 등

“하읏, 하아.”, “빨아도 돼?”, “좆같네.” 등

개별 회차

비 성인

성인(19)

수위 설정

구분 이용등급

검수 기준 예시

본문(책 내용) 검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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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개별 회차 – 비성인] 기준과 동일

단, 성인(19) 회차가 전체 회차 중 5% 미만이어야 함

상단 [개별 회차 – 성인(19)] 기준과 동일

성인(19) 회차가 전체 회차 중 5% 이상 30% 미만

혹은 소재 자체가 일반 로맨스에 치중된 경우

상단 [개별 회차 – 성인(19)] 기준과 동일

성인(19) 회차가 전체 회차 30% 이상 또는 소재 자체가 

고수위일 경우

작품 자체

비 성인

성인

(19)

소프트

(19)

고수위

(19)

수위 설정

구분 이용등급

검수 기준 예시

본문(책 내용) 검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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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8촌 이내 일가 사이의 남녀가 서로 성적 관계를 맺음

주인공을 비롯하여 조연 등 등장 인물의 근친상간을 다룬 내용이 나올 경우

초반부에 ‘근친’임을 암시하나, 실제 근친이 아닌 스토리일 경우 ‘책소개’에 근친이 아님을 명시해야 함

근친상간

등장하는 인물의 강간 혹은 유사 강간, 데이트 폭력 등을 사랑으로 합리화 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성범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경우

몰래카메라(도촬), 인신매매 등을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범죄 미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성을 조장하는 경우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는 등 미성년자 신분이 남아있음을 암시한 상태에서 성행위를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 포함)

키스(목 윗부분) 이하의 스킨십 묘사는 가능하나, 그 이상 높은 수위의 장면 묘사 불가

아청법 위반

수간: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인 성행위

성행위를 하는 등장인물 중 한쪽이 짐승일 경우
수간

불가 소재 상세 사항

노출 불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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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단어 묘사 금지 

과도한 애무 및 신체 변화 묘사 금지

목 아랫부분(가슴, 성기) 애무 묘사 금지 

신음 및 과한 대사, 욕설 금지 

정액, 사정, 펠라치오, 남성, 페니스, 기둥, 삽입, 돌기, 유두, 

클리토리스, 자궁, 젖가슴, 애무, 아랫입, 내벽, 섹스, 콘돔, 딜도 등

모닝S, 폰S, 음란한 구멍, “힘 빼, 너무 좁잖아.”, “핥고 싶어, 그 것.”, 

“좀 더 벌려봐.”, ‘그가 그녀의 안을 깊게 파고들었다.’ 등

“가슴에 비빌래.”, “흠뻑 젖었네.”, “터질 것 같은.”, ‘철수의 

아랫도리가 부풀어 올랐다.’, ‘영희의 은밀한 계곡에서 꽃물이 

흘렀다.’ 등

‘영희의 아래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왔다.’

“하읏.“, “하아앙.”, “조여봐.”, “정말 꼴린다.”, “빨아도 돼?”, 

“씨발.”, “좆같네.” 등

생식기 및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단어 언급 불가

성행위, 애무

직·간접적인 묘사 불가 

검수 기준 상세 기준 예시

제목, 책소개, 소제목(챕터 제목) 검수 가이드

※ 이용 등급이 소프트(19)인 경우, '책소개'에 직·간접적인 고수위 관련 단어 사용 및 언급 불가 (고수위, 씬중심, 하드코어, 배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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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성기 노출 불가

70% 이상 노출된 실 사진 사용 불가 (단, 일러스트 제외)

예시 )

검수 기준

표지 검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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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기준 위반이 적발될 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진행됩니다. 

제재 유예

(총 6일)

제재 

쪽지 발송 후 제재 유예(3일)

3일 경과, 수정되지 않을 경우 쪽지 재발송(3일)

유예기간 종료(쪽지 최초 발송일로부터 총 6일 경과)후 

수정되지 않을 경우 운영 원칙에 의거하여 처리

※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선조치 후통보가 진행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노출 또는 묘사가 적나라하여 전체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표지

-아청법 위반 등 수위 규정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 시 제재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