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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성보고서?

https://www.accessnow.org/transparency-reporting-index/



2.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 정부자료를 기초로 인터넷 검열/감시 현황 공유 및 분석

• 2015년부터 발간 시작 (2011년부터 정부 자료 사용가능)

• 2016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정요구 20만 건 이상

• 2016년 평균 국민 20%가 인터넷 감시 당함

• 한국 정부, 검열/감시에 대한 정부자료 공개에 투명한 편

• 감시에서 최소주의원칙 위반문제 빈번

• 검열기준 모호 (특히 유해정보) 및 검열 거버넌스 취약 (전문성, 
자질 등)



3. 한국의 인터넷 감시

Category
2013 2014 2015 2016

문서 계정 문서 계정 문서 계정 문서 계정 인구비율

통신제한조치
401 1,887 372 1,748 179 998 181 899 0.002

통신사실확인

51,367 403,227 32,933 64,721 36,100 65,333 30,753 67,362 0.13

통신자료제공

115,194 392,511 114,260 489,916
100,64

3
423,533 84,302 312,056 0.61

압수수색 14,408 - 15,684 - 13,1831,032,033 13,157 722,876 1.41

인터넷 감시, 유형별, 2013-2016



2016년. 문서 수 기준

3.1 통신제한조치 - 인터넷 비율



3.2 통신제한조치, 요청기관별

2013-2016년



2016년, 계정기준

3.3 인터넷 통신제한 조치 - 요청기관별



3.4 통신사실확인

인터넷 통신사실확인, 요청기관별 2013-2016



3.5 통신사실확인 연간변화 추이



3.6 통신자료제공

요청기관별, 2013-2016



3.7 대만의 인터넷 감시 현황, 요청기관별,
2012-2014



4. 한국의 인터넷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수, 2014-2016



4.1 시정요구 유형, 2016



4.2 시정요구, 연간변화 추이, 2011-2016



4.3 유해, 권리침해, 국가보안법 시정요구:    
연간변화 추이



4.4 시정요구, 준수율, 2014-2016



4.5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철회, 
2014-2016



4.6 사안별 시정요구

Information Subject to 
Takedown Request
by Categories, 2014-2016



4.7 시정요구, 인지방법별, 2014-2016



4.8 시정요구, 요청기관별, 2014-2016

Takedown Request
Status, by Related Agencies, 
2014-2016



4.9 시정요구, 매체별, 2014-2016

Information Subject to Takedown Request, by Locations 2014-2016



4.10 선거관리위원회 삭제명령 이유 (전
국, 서울, 인천), 2016



5. 방송통신위원회 모니터링

• 통신소위 위원 전문성 문제
• 심의범위 및 권한범주에 대한 이해 부족

• 인터넷 통신기술 및 운영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 (서비스/플랫폼 규제)

• 사무국 보고 및 신고기관 의견에 의존

• 불법정보 심의상 문제
• 수사중 정보 시정요구

• 국가보안법 위반사례 기계적 결정

• 인터넷방송 규제(계정 vs. URL)

• 유해정보 심의상 문제
• 자의적 해석



• 소위 위원들의 소양 문제
• 여성에 대한 편견 조장, 듣는이에게 성적 수치심 줄 수 있는 발언

• 근거없는 선입견 기반 인터넷 이용자 매도

• 심의 투명성 문제
• 회의안건 및 회의자료 공개하지 않음 (현장방청만 허용)

• 녹음, 촬영 허가에 소극적

• 편집되지 않은 녹화/녹음자료 없음

• 기타
• 인터넷 심의의 기술적 비효율성

• 의견진술자에 대한 강압적 태도

• 유관단체의 성과위주 신고 (해당없음 사례)

5. 방송통신위원회 모니터링 (계속)



Appendix



통신심의 통계



통신심의 통계



통신심의 통계













<표3-2-4> 불법정보 인지방법별 현황













<표3-2-10> 법질서 위반정보 매체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