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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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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1 : 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 별첨1 :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5-2 

http://www.postdata.co.kr/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https://drive.google.com/file/d/1fWcscSG1SqXoGGn2hsrwpXOYLc0Q90wP/view?usp=sharing


  

▣ 붙임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문 1. 포털, 통신, 보험 등의 기업들이 현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나? 

 

문 2. 이번 조사에 참여하시기 전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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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 가명정보를 동의없이 기업 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 
 

 
 

 

문 4. 정치적 견해, 건강, 의료 정보 등 민감정보라도 가명처리 후 본인 

동의없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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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나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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