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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 평가: 일반인

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남자 1 509 50.9 50.9

여자 2 491 49.1 49.1

1,000 100.0 100.0

age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0세 20 3 0.3 0.3

21세 21 12 1.2 1.2

22세 22 20 2.0 2.0

23세 23 21 2.1 2.1

24세 24 22 2.2 2.2

25세 25 31 3.1 3.1

26세 26 44 4.4 4.4

27세 27 33 3.3 3.3

28세 28 28 2.8 2.8

29세 29 28 2.8 2.8

30세 30 35 3.5 3.5

31세 31 38 3.8 3.8

32세 32 27 2.7 2.7

33세 33 45 4.5 4.5

34세 34 23 2.3 2.3

35세 35 19 1.9 1.9

36세 36 25 2.5 2.5

37세 37 27 2.7 2.7

38세 38 23 2.3 2.3

39세 39 23 2.3 2.3

40세 40 25 2.5 2.5

41세 41 27 2.7 2.7

42세 42 24 2.4 2.4

43세 43 34 3.4 3.4

44세 44 27 2.7 2.7

45세 45 29 2.9 2.9

46세 46 30 3.0 3.0

47세 47 21 2.1 2.1

48세 48 26 2.6 2.6

49세 49 38 3.8 3.8

50세 50 27 2.7 2.7

51세 51 32 3.2 3.2

52세 52 21 2.1 2.1

53세 53 15 1.5 1.5

54세 54 22 2.2 2.2

55세 55 24 2.4 2.4

56세 56 16 1.6 1.6

57세 57 13 1.3 1.3

58세 58 12 1.2 1.2

59세 59 10 1.0 1.0

1,000 100.0 100.0

선문1. 성별

선문2.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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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 평가: 일반인

area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서울 1 478 47.8 47.8

부산 2 77 7.7 7.7

대구 3 51 5.1 5.1

인천 4 56 5.6 5.6

광주 5 28 2.8 2.8

대전 6 30 3.0 3.0

울산 7 22 2.2 2.2

경기 8 229 22.9 22.9

강원 9 29 2.9 2.9

1,000 100.0 100.0

q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조항을 찾아본 적 있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358 35.8 35.8

없다 2 642 64.2 64.2

1,000 100.0 100.0

q1_1 (찾아본적있는경우)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어려움이 있었다 1 312 31.2 87.2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 2 46 4.6 12.8

비해당 0 642 64.2

1,000 100.0 100.0

q1_2 (찾아본적있는경우) 어려움을 느낀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개인정보보호법의 존재를 몰라서 1 60 6.0 19.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아서 2 59 5.9 18.9

분야별로 관련 법률이 잘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3 119 11.9 38.1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4 66 6.6 21.2

용어가 어려워서/잘 몰라서 5 8 0.8 2.6

비해당 0 688 68.8

1,000 100.0 100.0

문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조항을 찾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문1-2. 어려움을 느낌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문3. 지역

문1.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관련법조항을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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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 평가: 일반인

q2_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 810 81.0 81.0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33 13.3 13.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29 2.9 2.9

전자정부법 4 3 0.3 0.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 10 1.0 1.0

통신비밀보호법 6 3 0.3 0.3

보건의료기본법 7 2 0.2 0.2

주민등록법 8 1 0.1 0.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0 1 0.1 0.1

위의 법률 어느 것에도 포함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음 12 8 0.8 0.8

1,000 100.0 100.0

q2_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709 70.9 7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181 18.1 18.5

전자정부법 4 9 0.9 0.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 43 4.3 4.4

통신비밀보호법 6 19 1.9 1.9

보건의료기본법 7 5 0.5 0.5

주민등록법 8 6 0.6 0.6

국세기본법 9 1 0.1 0.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0 1 0.1 0.1

형법 11 3 0.3 0.3

시스템 결측 23 2.3

1,000 100.0 100.0

q2_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652 65.2 69.7

전자정부법 4 27 2.7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 157 15.7 16.8

통신비밀보호법 6 54 5.4 5.8

보건의료기본법 7 7 0.7 0.7

주민등록법 8 30 3.0 3.2

국세기본법 9 3 0.3 0.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0 2 0.2 0.2

형법 11 4 0.4 0.4

시스템 결측 64 6.4

1,000 100.0 100.0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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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 평가: 일반인

q2_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자정부법 4 261 26.1 31.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 363 36.3 43.1

통신비밀보호법 6 104 10.4 12.3

보건의료기본법 7 18 1.8 2.1

주민등록법 8 70 7.0 8.3

국세기본법 9 9 0.9 1.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0 9 0.9 1.1

형법 11 9 0.9 1.1

시스템 결측 157 15.7

1,000 100.0 100.0

q2_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 251 25.1 35.9

통신비밀보호법 6 285 28.5 40.8

보건의료기본법 7 37 3.7 5.3

주민등록법 8 91 9.1 13.0

국세기본법 9 12 1.2 1.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0 5 0.5 0.7

형법 11 18 1.8 2.6

시스템 결측 301 30.1

1,000 100.0 100.0

q2_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통신비밀보호법 6 229 22.9 41.3

보건의료기본법 7 93 9.3 16.8

주민등록법 8 168 16.8 30.3

국세기본법 9 17 1.7 3.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0 36 3.6 6.5

형법 11 11 1.1 2.0

시스템 결측 446 44.6

1,000 100.0 100.0

q2_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보건의료기본법 7 147 14.7 36.3

주민등록법 8 143 14.3 35.3

국세기본법 9 48 4.8 11.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0 47 4.7 11.6

형법 11 20 2.0 4.9

시스템 결측 595 59.5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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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 평가: 일반인

q2_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8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주민등록법 8 144 14.4 52.9

국세기본법 9 63 6.3 23.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0 48 4.8 17.6

형법 11 17 1.7 6.3

시스템 결측 728 72.8

1,000 100.0 100.0

q2_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9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국세기본법 9 121 12.1 63.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0 43 4.3 22.4

형법 11 28 2.8 14.6

시스템 결측 808 80.8

1,000 100.0 100.0

q2_1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1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0 102 10.2 85.7

형법 11 17 1.7 14.3

시스템 결측 881 88.1

1,000 100.0 100.0

q2_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1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형법 11 81 8.1 100.0

시스템 결측 919 91.9

1,000 100.0 100.0

q2a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의 형태 인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잘 알고 있다 1 91 9.1 9.1

그 동안 잘 몰랐다 2 909 90.9 90.9

1,000 100.0 100.0

문2-1. 우리나라의 형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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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 평가: 일반인

q2b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컴퓨터로 처리되는 것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인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잘 알고 있다 1 35 3.5 3.5

막연히 짐작하고 있는 정도이다 2 265 26.5 26.5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모두 보호의 대상이 되는 줄 3 272 27.2 27.2

컴퓨터로 처리되지 않는 개인정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 4 88 8.8 8.8

모든 개인정보가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줄 알았다 5 194 19.4 19.4

전혀 몰랐다 6 146 14.6 14.6

1,000 100.0 100.0

q2c 민간부문의 개인정보가 분야별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인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잘 알고 있다 1 69 6.9 6.9

그 동안 잘 몰랐다 2 931 93.1 93.1

1,000 100.0 100.0

q3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3 20.3 20.3

그렇지 않다 2 520 52.0 52.0

보통이다 3 225 22.5 22.5

그렇다 4 47 4.7 4.7

매우 그렇다 5 5 0.5 0.5

1,000 100.0 100.0

q4_1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 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법률규정의 미비 내지는 복잡성 1 324 32.4 44.8

교육이나 홍보부족 2 48 4.8 6.6

정부나 사업자의 인식부족 3 215 21.5 29.7

일반인의 인식부족 4 86 8.6 11.9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 5 47 4.7 6.5

기타 6 3 0.3 0.4

비해당 0 277 27.7

1,000 100.0 100.0

문2-2.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
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로서 '컴퓨터로 처리되는 것' 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
까?

문2-3.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없으며 개별 분야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따로 존
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문3. 현재 본인의 개인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생체정도(지문, 홍채, 유전자 등), 병원 진료 기록, 전과
기록, 금전적 거래 기록, 본인 은행계좌번호, 학력, 경력 등)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문4-1.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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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2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 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법률규정의 미비 내지는 복잡성 1 163 16.3 22.5

교육이나 홍보부족 2 95 9.5 13.1

정부나 사업자의 인식부족 3 260 26.0 36.0

일반인의 인식부족 4 134 13.4 18.5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 5 70 7.0 9.7

기타 6 1 0.1 0.1

비해당 0 277 27.7

1,000 100.0 100.0

q4_3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 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법률규정의 미비 내지는 복잡성 1 132 13.2 18.3

교육이나 홍보부족 2 166 16.6 23.0

정부나 사업자의 인식부족 3 100 10.0 13.8

일반인의 인식부족 4 199 19.9 27.5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 5 120 12.0 16.6

기타 6 6 0.6 0.8

비해당 0 277 27.7

1,000 100.0 100.0

q5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2 0.2 0.2

필요하지 않다 2 22 2.2 2.2

보통이다 3 48 4.8 4.8

시급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 4 225 22.5 22.5

시급히, 매우 필요하다 5 703 70.3 70.3

1,000 100.0 100.0

q6 정부 기관들이 개인정보DB를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위험하다 1 745 74.5 74.5

위험하지 않다 2 50 5.0 5.0

잘 모르겠다 3 205 20.5 20.5

1,000 100.0 100.0

문4-2.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
시오.

문4-3.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
시오.

문5. 현재는 개인정보가 부분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6. 정부의 각 기관들이 자신의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DB를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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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1 정부 기관들이 개인정보DB를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불쾌하다 1 746 74.6 74.6

불쾌하지 않다 2 117 11.7 11.7

잘 모르겠다 3 137 13.7 13.7

1,000 100.0 100.0

q7 민간 기관들이 개인정보DB를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위험하다 1 939 93.9 93.9

위험하지 않다 2 18 1.8 1.8

잘 모르겠다 3 43 4.3 4.3

1,000 100.0 100.0

q7_1 민간 기관들이 개인정보DB를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불쾌하다 1 925 92.5 92.5

불쾌하지 않다 2 26 2.6 2.6

잘 모르겠다 3 49 4.9 4.9

1,000 100.0 100.0

q8 긱 가관이 구축한 개인정보DB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위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위험하다 1 884 88.4 88.4

위험하지 않다 2 38 3.8 3.8

잘 모르겠다 3 78 7.8 7.8

1,000 100.0 100.0

q8_1 긱 가관이 구축한 개인정보DB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불쾌하다 1 869 86.9 86.9

불쾌하지 않다 2 50 5.0 5.0

잘 모르겠다 3 81 8.1 8.1

1,000 100.0 100.0

8-1. 앞의 문 6,7 과 관련하여 정부의 각 기관과 민간의 각 기업이 각자가 구축한 DB를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기
관이나 기업과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불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6-1. 정부의 각 기관들이 자신의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DB를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쾌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문7. 민간의 각 기업들이 각자의 목적에 의해 구축한 개인정보 DB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1. 민간의 각 기업들이 각자의 목적에 의해 구축한 개인정보 DB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8. 앞의 문 6,7 과 관련하여, 정부의 각 기관과 민간의 각 기업이 각자가 구축한 DB를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기
관이나 기업과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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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1 정부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 가능성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가능성 없다 1 2 0.2 0.2

가능성 없다 2 10 1.0 1.0

보통이다 3 159 15.9 15.9

가능성 높다 4 537 53.7 53.7

매우 가능성 높다 5 292 29.2 29.2

1,000 100.0 100.0

q9_2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 가능성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가능성 없다 1 1 0.1 0.1

가능성 없다 2 1 0.1 0.1

보통이다 3 39 3.9 3.9

가능성 높다 4 404 40.4 40.4

매우 가능성 높다 5 555 55.5 55.5

1,000 100.0 100.0

q10_1 정부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의 위험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위험하다 1 1 0.1 0.1

위험하지않다 2 8 0.8 0.8

보통이다 3 97 9.7 9.7

위험하다 4 452 45.2 45.2

매우위험하다 5 442 44.2 44.2

1,000 100.0 100.0

q10_2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의 위험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위험하다 1 1 0.1 0.1

위험하지않다 2 2 0.2 0.2

보통이다 3 22 2.2 2.2

위험하다 4 359 35.9 35.9

매우위험하다 5 616 61.6 61.6

1,000 100.0 100.0

문10-2. 정부, 기업에서 개인정보처리가 오/남용 되었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오남용 위험성

문9-1. 정부, 기업 각각의 개인정보처리 관련해서 오/남용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오 남용 경우

문9-2. 정부, 기업 각각의 개인정보처리 관련해서 오/남용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오 남용 경우

문10-1. 정부, 기업에서 개인정보처리가 오/남용 되었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오남용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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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_1 프라이버시침해 평가1: 광고기획사가 연예인에 관하여 시중에 떠도는 스캔들소문을 수집하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그렇지 않다 1 5 0.5 0.5

그렇지않다 2 38 3.8 3.8

보통이다 3 146 14.6 14.6

그렇다 4 406 40.6 40.6

매우그렇다 5 405 40.5 40.5

1,000 100.0 100.0

q11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그렇지 않다 1 5 0.5 0.5

그렇지않다 2 38 3.8 3.8

보통이다 3 142 14.2 14.2

그렇다 4 413 41.3 41.3

매우그렇다 5 402 40.2 40.2

1,000 100.0 100.0

q11_3 프라이버시침해 평가3: 은행이 대출신청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그렇지 않다 1 7 0.7 0.7

그렇지않다 2 60 6.0 6.0

보통이다 3 162 16.2 16.2

그렇다 4 347 34.7 34.7

매우그렇다 5 424 42.4 42.4

1,000 100.0 100.0

q11_4 프라이버시침해 평가4: 인터넷쇼핑몰이 이용자의 소비취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그렇지 않다 1 5 0.5 0.5

그렇지않다 2 59 5.9 5.9

보통이다 3 184 18.4 18.4

그렇다 4 338 33.8 33.8

매우그렇다 5 414 41.4 41.4

1,000 100.0 100.0

프라이버시침해 평가2: 기업이 입사원서를 낸 사람들의 평판, 업무능력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평가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④인터넷쇼핑몰이 이용자의 소비취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문16. 정부나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다음의 수집
행위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광고기획사가 연예인에 관하여 시중에 떠도는 스캔들소문을 수집하는 행위

②기업이 입사원서를 낸 사람들의 평판, 업무능력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평가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③은행이 대출신청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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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_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그렇지 않다 1 12 1.2 1.2

그렇지않다 2 75 7.5 7.5

보통이다 3 255 25.5 25.5

그렇다 4 335 33.5 33.5

매우그렇다 5 323 32.3 32.3

1,000 100.0 100.0

q11_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그렇지 않다 1 4 0.4 0.4

그렇지않다 2 26 2.6 2.6

보통이다 3 140 14.0 14.0

그렇다 4 391 39.1 39.1

매우그렇다 5 439 43.9 43.9

1,000 100.0 100.0

q11_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그렇지 않다 1 3 0.3 0.3

그렇지않다 2 11 1.1 1.1

보통이다 3 102 10.2 10.2

그렇다 4 361 36.1 36.1

매우그렇다 5 523 52.3 52.3

1,000 100.0 100.0

q12_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그렇지 않다 1 99 9.9 9.9

그렇지않다 2 387 38.7 38.7

보통이다 3 302 30.2 30.2

그렇다 4 150 15.0 15.0

매우그렇다 5 62 6.2 6.2

1,000 100.0 100.0

프라이버시침해 평가5: 무료만화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이용자의 만화취향이나 읽는 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프라이버시침해 평가6: (홈페이지에 수집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없을 경우)공개된 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프라이버시침해 평가7: (홈페이지에 수집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있는 경우)공개된 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CCTV 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침해 평가1: 아파트의 안전을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⑦ (홈페이지에 수집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있는 경우)공개된 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문17.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는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이 CCTV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상황이나 장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만 있음)
①아파트의 안전을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⑤무료만화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이용자의 만화취향이나 읽는 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⑥(홈페이지에 수집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없을 경우)공개된 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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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그렇지 않다 1 9 0.9 0.9

그렇지않다 2 59 5.9 5.9

보통이다 3 114 11.4 11.4

그렇다 4 414 41.4 41.4

매우그렇다 5 404 40.4 40.4

1,000 100.0 100.0

q12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그렇지 않다 1 17 1.7 1.7

그렇지않다 2 62 6.2 6.2

보통이다 3 152 15.2 15.2

그렇다 4 354 35.4 35.4

매우그렇다 5 415 41.5 41.5

1,000 100.0 100.0

q13 다른 기업의 나에 대한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자산이다 1 64 6.4 6.4

나의 개인정보는 나의 인격적 징표로서 나의 것이다 2 886 88.6 88.6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3 50 5.0 5.0

1,000 100.0 100.0

q14 고객의 연락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에 대한 허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절대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1 349 34.9 34.9

고객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 된다 2 543 54.3 54.3

사후에 고객이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3 105 10.5 10.5

동의나 다른 조건 없이 자유롭게 허용 된다 4 3 0.3 0.3

1,000 100.0 100.0

CCTV 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침해 평가2: 아파트관리원이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302호에 사는 A씨의
출퇴근시간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CCTV 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침해 평가3: 대중목욕탕에서 도난사고가 잦아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문14. 기업이 거래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락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이용하여 자사의 다름 상품이나 서
비스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3. 다른 사람(기업 또는 정부 포함)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집, 이용하고 있는 나에 관한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② 아파트관리원이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302호에 사는 A씨의 출퇴근시간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③대중목욕탕에서 도난사고가 잦아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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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기업의 개인별 프로파일 이용에 대한 허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절대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1 258 25.8 25.8

고객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 된다 2 626 62.6 62.6

사후에 고객이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3 116 11.6 11.6

1,000 100.0 100.0

q16 대통령의 사회지도층 인물정보 수집에 대한 허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1 158 15.8 15.8

해당자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 된다 2 521 52.1 52.1

사후에 해당자가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3 159 15.9 15.9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동의나 다른 조건 없이 허용 된다 4 120 12.0 12.0

공익상의 목적이므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든 자유롭게 허용 5 42 4.2 4.2

1,000 100.0 100.0

q17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1 827 82.7 82.7

나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 된다 2 121 12.1 12.1

사후에 내가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3 38 3.8 3.8

나에게 수익의 일부나 혜택이 제공된다면 허용 된다 4 12 1.2 1.2

동의나 다른 조건 없이 자유롭게 허용 된다 5 2 0.2 0.2

1,000 100.0 100.0

q18 기업의 개인별 프로파일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절대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1 767 76.7 76.7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 된다 2 169 16.9 16.9

사후에 소비자가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3 42 4.2 4.2

소비자에게 수익의 일부나 혜택이 제공된다면 허용 된다 4 21 2.1 2.1

동의나 다른 조건 없이 자유롭게 허용 된다 5 1 0.1 0.1

1,000 100.0 100.0

문18.기업이 소비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연락 정보를 제외한) 개인별 프로파일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5. 기업이 소비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활방식, 취미, 소비성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개인별 프
로파일(카드사용내역을 조사하여 생활방식)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6. 대통령이 정부의 중요 직책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기 위하여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인물정보를 수집하여
개인별 프로파일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7. 기업이 수집한 나의 연락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에 한함)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허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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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절대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1 493 49.3 49.3

개인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2 309 30.9 30.9

사후에 개인이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 3 74 7.4 7.4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률에 따른 것이면 허용 4 119 11.9 11.9

공익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자유롭게 허용 된다 5 5 0.5 0.5

1,000 100.0 100.0

q20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1 537 53.7 53.7

개인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2 334 33.4 33.4

사후에 개인이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 3 74 7.4 7.4

그 제공이 법률에 따라 행해진 것이면 허용 된다 4 43 4.3 4.3

다른 기관의 이용목적이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면 동의 5 12 1.2 1.2

1,000 100.0 100.0

q21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1 158 15.8 15.8

개인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2 507 50.7 50.7

사후에 개인이 거부를 하면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 3 120 12.0 12.0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률에 따른 것이면 허용 4 205 20.5 20.5

공익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자유롭게 허용 된다 5 10 1.0 1.0

1,000 100.0 100.0

q22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1 169 16.9 16.9

바람직하지 않다 2 454 45.4 45.4

그저 그렇다 3 307 30.7 30.7

바람직하다 4 69 6.9 6.9

매우 바람직하다 5 1 0.1 0.1

1,000 100.0 100.0

문27. 정부의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각 정부기관들이 자신의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
유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업무의 처리가 빠르고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
점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의 오 남용이 있을 수도 있음)

문19.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20. 정부의 각 기관들은 자신의 소관업부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각각 개인정보 DB를 구축하
고 이를 관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관업무 수행목적 이외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1. 앞의 문에서 제공받는 기관이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정보제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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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217 21.7 21.7

필요하지 않다 2 408 40.8 40.8

그저 그렇다 3 268 26.8 26.8

필요하다 4 101 10.1 10.1

반드시 필요하다 5 6 0.6 0.6

1,000 100.0 100.0

q24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시 정확한 신상정보를 요구할 경우 가입하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별다른 거리낌 없이 정확한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가입 한다 1 155 15.5 15.5

마지못해 입력하고 대부분 가입 한다 2 722 72.2 72.2

신상정보를 요구하면 대부분 가입하지 않는다 3 113 11.3 11.3

신상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가입하지 않는다 4 10 1.0 1.0

1,000 100.0 100.0

q25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확한 신상정보를 입력하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언제나 정확한 신상정보를 입력한다 1 612 61.2 61.2

가끔 틀린 신상정보를 입력한다 2 355 35.5 35.5

언제나 틀린 신상정보를 입력한다 3 33 3.3 3.3

1,000 100.0 100.0

q26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58 5.8 5.8

필요하지 않다 2 115 11.5 11.5

그저 그렇다 3 166 16.6 16.6

필요하다 4 444 44.4 44.4

매우 필요하다 5 217 21.7 21.7

1,000 100.0 100.0

문26.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23. 정부의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기관 이용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줄일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용자가
제출한 정보가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의 오, 남용이 있을 수도 있음)

문24.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시 정확한 신상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
분입니다. 이 때 회원가입을 하십니까?

문25.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당신은 자신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입력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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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인터넷상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진다면 시행전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 156 15.6 15.6

바람직하지 않다 2 344 34.4 34.4

그저 그렇다 3 272 27.2 27.2

바람직하다 4 173 17.3 17.3

매우 바람직하다 5 55 5.5 5.5

1,000 100.0 100.0

q28 인터넷 게시판에서 신원확인을 할 경우 글을 올릴건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별다른 거리낌 없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글을 올린다 1 334 33.4 33.4

마지못해 입력하고 대부분 글을 올린다 2 293 29.3 29.3

대부분 글을 올리지 않는다 3 340 34.0 34.0

절대 글을 올리지 않는다 4 33 3.3 3.3

1,000 100.0 100.0

job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농/임/어업 1 4 0.4 0.4

자영업 2 65 6.5 6.5

판매/영업/서비스직 3 86 8.6 8.6

생산/기능/노무직 4 34 3.4 3.4

사무/관리/전문직 5 434 43.4 43.4

주부 6 200 20.0 20.0

학생 7 120 12.0 12.0

무직/퇴직/기타 8 57 5.7 5.7

1,000 100.0 100.0

educ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고등학교 졸업 이하 1 252 25.2 25.2

대학교 졸업 2 634 63.4 63.4

대학원 졸업 이상 3 114 11.4 11.4

1,000 100.0 100.0

배문2. OO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나요?

문27.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신원이 쉽게 확인될 수 없도록 익명 또는 가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 및 시스
템이 갖추어진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28. 인터넷게시판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홈체이지와 포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
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원확인을 하더라도 게시판에 글을 올리십니까?

◆ 마지막으로 통계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문1. 직업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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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99만원 이하 1 35 3.5 3.5

100-199만원 2 138 13.8 13.8

200-299만원 3 244 24.4 24.4

300-399만원 4 230 23.0 23.0

400-499만원 5 166 16.6 16.6

500만원 이상 6 187 18.7 18.7

1,000 100.0 100.0

배문3. 00님 댁의 한달 가구소득은 얼마인가요? 보너스, 은행이자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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