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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소개 

About KISO 



설립 목적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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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이용자 표현의 자유 신장, 

이용자 책임의식 고취 
 

Freedom of expression, 
Rights & responsibilities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이행 

 

ISPs’ social responsibility 



회원사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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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ommittee Online-Ad Deliberative 
Committee 

Real estate Information 
Clean Center 

정책위원회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KISO저널 발간, 연구과제 수행, 세미나 개최 등 

KISO Journal, Research, Seminar, etc. 

정책 및 심의결정 온라인 광고 자율 심의 

부동산 허위매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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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What we do 

타기관과의 연계활동 

Co-work with 
organizations 

불법정보 신고 처리 핫라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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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의 주요 정책과 심의결정 

The main policies & decisions of KISO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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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2012 2013 

KISO has made 
21 policy decisions.  

(’09.03~’13.09) 

(’13.9) 

KISO의 정책결정  KISO Policies are about… 

Temporary Blocking 

Suicide Prevention 

Autocomplete Search 

Service Policy during the election 

임시조치 관련 정책결정 

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결정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 

선거 관련 정책결정 

정책위원회 Polic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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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관련 정책결정<Temporary Blocking>  

    임시조치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의 목적인 일반 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 
 

    임시조치의 남용으로 침해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이용자의 알 권리  

    등을 보호 

KISO 정책결정 KISO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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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 
<Autocomplete Search> 

    해당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를 예방  

    인격권, 저작권 등 다른 권리와의 충돌시 예외적 삭제가 가능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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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②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② -2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

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3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

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

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4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의 검색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 

③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④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ㆍ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⑤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

청한 경우  

⑥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⑦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상업적인 용도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KISO 정책결정 KISO Policy 



19건 

5건 
15건 

41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KISO made decisions 
about 80 cases. 
(’10.12~’13.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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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심의결정 KISO Decision 

임시조치/연관검색어 관련 심의결정 : 총 80건 
 

     공인의 공적 업무, 공적 관심사 등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제한(단, 구체적인 정황/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모욕적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가능)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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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 

Self-regulation with ISPs in Korea 



신고센터 
운영 

Report 
Center 

캠페인 
실시 

Campaign 

 
 

포털사의 자율규제 노력 ISP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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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O 회원사인 국내 대형 포털 3사는 이용자 권리침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신고센터를 운영 중 

    인터넷을 신뢰받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실시 



KISO를 통한 자율규제 Self-regulation with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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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폭력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KISO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의 업무 협약 체결(’12.09)  

    전자결제산업협회와 휴대폰 결제 불법 대출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12.10)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유해물의 자율규제 기준 마련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유해물의 데이터베이스 및 필터링 시스템 공동구축 결정 

    향후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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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Tasks 



향후 과제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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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 확대 
 
- 커뮤니티 등 중소사업자를 위한 표준규약 제정 진행 중 

이용자의 자율규제 인식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권리침해 사례, 법령 해설 등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제작 중 



감사합니다! Thank you! 

facebook.com/kiso.cast @kiso_cast 

kiso.or.kr Journal.kiso.or.kr kiso@kis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