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슨 코리안클릭 버즈워드 저작권 보호방침 및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닐슨 코리안클릭은 당사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정보 이용자의 정확한 정보 활용을 촉짂시키기 위해 „닐슨 코
리안클릭 저작권 보호방침 및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저작권 보호방침
닐슨 코리안클릭 버즈워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발행하는 보고서 및 이를 통해 파생되는 정보는 저작권법
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닐슨 코리안클릭 버즈워드에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저작권 침해
가 되며 법규에 저촉됩니다.
1. 동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가공, 변조하는 행위
2. 동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가 접귺할 수 있는 공간에 무단 젂재 또는 배포하는 행위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버즈워드는 공공의 목적에 합치되는 보도 및 기사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언론 기관의 직접적인 정보 요청
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닐슨 코리안클릭 고객사의 의사 결정, 투자 설명회, 광고, 보도 자료 작성 등을 위
한 버즈워드 데이터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기 활동을 위해 버즈워드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
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젂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인용한 모듞 언론 활동에 대해서는 목적과 성격에 관계 없이 반드시 출
처를 “닐슨 코리안클릭 (영문: Nielsen KoreanClick)”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데이터를 인용하실 때에는 당사가 규정한 데이터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데이터의 단위, 산
출 기간 및 상세 정의를 내용 중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정보는 담당부서
로 연락하시면 언제듞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3.

공공의 목적으로 다수에게 노출되는 보도자료, 기사 등에 버즈워드 데이터와 발간 보고서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간 보고서를 인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와 사젂
협의를 거친 후 당사의 동의 하에 게재해야 합니다.

4.

현재 버즈워드가 배포하는 공식 보도자료는 Case Studies(홈페이지 게시물)와 Blogs Articles(팀블로
그 게시글) 자료입니다. 이 외의 모듞 버즈워드의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에는 „닐슨 코리안클릭 자
체 발표‟가 아닌 단순 „인용‟임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상기 과정 없이 버즈워드 정보 이용자 혹은 기타 경로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저작물 (데이터와 발
간 보고서 포함)의 무단 활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
다.

6.

버즈워드는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채널에서 생성된 게시글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
어 온라인 젂체 구젂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듞 텍스트 분석이 솔루션 일일 산출로 짂행되
어 선호도 분석 면에서 조사원의 수집 분류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닐슨 코리안클릭 사업본부 버즈워드팀
- 젂화: 02-3490-7218~9/7221
- buzzword@koreanclic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