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 현황
구분 국가 기구명 주요 사업 성격 홈페이지

1 INHOPE 아동포르노 등 불법정보 유해물 국제 핫라인 민간기구(국제) http://www.inhope.org

2 PEGI 유럽 게임 등급 심의 민간기구 http://www.pegi.info/en/index/

3 EuroISPA 유럽 인터넷 산업 전반 민간기구 http://www.euroispa.org/

4 Childnet International 아동청소년 보호 민간기구 http://www.childnet.com/

5 IWF 아동포르노, 인종차별 민간기구 http://www.iwf.org.uk/

6 ISPA ISP의 이익단체 민간기구 http://www.ispa.org.uk/

7 CHIS 부모에게 아동 인터넷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 민간기구 http://chis.org.uk/

8 Ofcom TV, 라디오, 모바일, 우편서비스, 채널 등 법정독립규제기관 http://www.ofcom.org.uk/

9 Fing 인터넷 윤리성과 사회성 연구 민간기구 http://fing.org/

10 AFPI(구 AFA) 인터넷 사업자 윤리 등 규범 정립, 불법콘텐츠 신고처리 민간기구 http://www.afpi-france.com/

11 KJM 아동청소년 보호 정부기구 http://www.kjm-online.de/

12 ECO(Association of the German Internet Industry) 인터넷 법, 인프라, 서비스 등 이슈 관련 전문가 및 기업을 대변 민간기구 https://www.eco.de/

13 FSM 청소년보호 책임자 제도 민간기구 http://www.fsm.de/

14 스페인 Protegeles 인터넷상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INHOPE 협업) European Commision https://kidsandteensonline.com/

15 덴마크 Red Barnet Hotline 아동 성 관련 불법 콘텐츠 신고 (Save the Children) 민간기구 http://stopdigitaleovergreb.nu/redbarnet/

16 벨기에 childfocus-Net-Alert 아동 성학대 관련 불법 콘텐츠 신고처리 및 미아찾기 민간기구 http://www.childfocus.be/

17 핀란드 Save The Children, Finland 아동 성 관련 불법 콘텐츠 신고 (INHOPE 협업) 민간기구 http://www.pelastakaalapset.fi/

18 스웨덴 ECPAT Sweden 아동 성 착취 관련 불법 콘텐츠 신고처리 (INHOPE 협업) 민간기구 http://www.ecpat.se/

19 네덜란드 Meldpund Kinderporno 아동 포르노 등 핫라인 운영(INHOPE 협업) 정부기구(민간지원) http://www.meldpunt-kinderporno.nl

20 오스트리아 Stopline 아동 포르노 및 국가사회주의 콘텐츠 신고처리 민간기구 https://www.stopline.at

21 아이슬랜드 Barnaheill 아동 성 관련 불법 콘텐츠 신고(Save the Children) 민간기구 http://www.barnaheill.is/forsida/

22 아일랜드 Hotline.ie 아동 성학대 관련 불법 콘텐츠 신고처리 정부기구(사업자협업) https://www.hotline.ie

23 GNI 인권으로써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및 증진 민간기구 https://www.globalnetworkinitiative.org/

24 Cyberangels 인터넷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esp bullying) 민간기구 http://www.cyberangels.org/about.php

25 Cybertipline 아동포르노 민간기구 http://www.cybertipline.com/

26 SOC-UM 사이버 성폭력, 아동포르노 민간기구 http://soc-um.com/

27 FISPA 인터넷 사업 관련 교육 민간기구 http://www.fispa.org/

28 IEF Getnetwise(아동 안전, 스팸, 프라이버시) 민간기구 http://www.neted.org/

29 WHOA 사이버 불링, 사이버 스토킹 등 관련 민간기구 http://www.haltabuse.org/

30 FOSI 불법 콘텐츠(사이버 불링, sexting 등) 민간기구 http://www.fosi.org/contactus.html

31 NCMEC 실종아동센터, 아동포르노 등 신고센터 운영, 국제네트워크 형성 정부기구 http://www.ncmec.org

32 Media Awareness Network 인터넷 안전 교육 민간기구 http://mediasmarts.ca/

33 KINSA (Internet Safety Initiative) 아동포르노, 유괴 민간기구 http://www.kinsa.net

34 CAIP ISP 관련 전반 민간기구 http://www.cata.ca/Communities/caip/

35 Cybertip.ca 청소년 유해물(아동포르노 등) 정부기구 https://www.cybertip.ca/app/en/

36 아시아-태평양 APIH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의 인터넷 윤리구조에 대한 협력 민간기구, Global https://www.apihnetwork.org/

37 EMA 청소년 유해물 민간기구 http://www.ema.or.jp/ema.html

38 I-ROI 인터넷 및 모바일 사이트 인증 민간기구 http://www.i-roi.jp/

39 MIC (총무성) 정보통신 전반 담당 정부기구 http://www.soumu.go.jp/english/

40 NMDA (뉴미디어개발협회) 인터넷 불법 정보 정부기구 http://www.nmda.or.jp/index-en.html

41 Iajapan 사업자 단체 민간기구 http://www.iajapan.org

42 호주 ACMA 방송·통신 전반 담당 정부기관 http://www.acma.gov.au/

43 싱가폴 MDA 방송·통신 전반 담당 정부기관 http://www.mda.gov.sg/

44 홍콩 HKISPA 인터넷 산업 전반 민간기구 http://www.hkispa.org.hk/

45 NCC 방송·통신 전반 담당 정부기관 http://www.ncc.gov.tw/

46 ECPAT Taiwan 상업적 성착취, 아동 성매매, 포르노그라피 등 정부기관 http://www.ecpat.org.tw/

47 말레이시아 MCMC 방송·통신 전반 담당 정부기관 http://www.mcmc.gov.my/

48 인도네시아 ICT WATCH 인터넷 산업 전반 민간기구 http://www.ictwatch.id/

49 ECPAT 아동 매춘, 아동포르노 민간기구, Global http://www.ecpat.net/

50 Thai Netizen Network(TNN) 인터넷 시민 문화 및 권리 관련 민간기구 https://thainetizen.org/

※ 본 내용은 KISO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으로, 해외 기구 홈페이지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기구의 성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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