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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26.6% 주민등록번호도용당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과 ‘금융기관․인터넷의개인정보공유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인권실태용역조사의 일환으로 5월부터

5개월간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에 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업의 약관,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가입 양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대책△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법제 등을 검토했으

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및 가

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한 개인정보 불감증, 응답자 87.8% “업체에 고충 제기한 적 없다”

네티즌 1,042명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시 입력을 가장 꺼려하

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75.0%)였으며, 핸드폰번호(8.2%), 전화번호(4.5%), 이름

(4.4%), e-mail 주소(2.8%)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가 회원가입시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응답자의 42.9%는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더라도 실명확인이 필

요한 경우에만 수집해야 한다’고 답해,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

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문제에 대해, 무려 26.6%의 응답자가 ‘주민등

록번호가 도용돼 회원가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결과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약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관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원가입시 ‘이용약관을 거의 읽지 않는 편이다’는 응답

자가 57.0%,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5.9%에 달했습니

다. 네티즌들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를 읽지 않는 이유로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업체의 수

를 안내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는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으

며, 90%는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업체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고 있다’고 답했

습니다.

스팸메일과 관련, ‘하루에 10회 이상 수신한다’는 응답이 45.2%에 이르렀고,

80.5%는 ‘스팸메일을 수신하는 경우 그냥 지워버린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응답자

의 87.8%는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는 기업에 자신의 고충에 대해 문제를 제

기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네티즌들이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70% 이상의 사이트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 포탈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등 67개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48곳(70.2%)이 개인정보 수집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25곳

(37.3%)은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을 설명하되 개별항목과 직결시켜 설명하

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관 제시와 관련, 64개(95.5%)의 사이트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이 가운데 45개(전체의 67.5%) 사이트는 ‘탈퇴하면 개인정보

를 삭제하겠다’는 식으로 보유기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회원 거래자의

개인정보 보존 연한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곳은 총 49개

(73.1%) 사이트였으며, 18개 사이트(26.8%)는 기술적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더라도 추상적 기술에 그쳤습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업체들은 개인정보가 제3자와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조사대상 사이트의 17.9%(12곳)만이

현재 공유되고 있는 업체를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23개(34.3%) 사이트는 공유

대상과 목적을 추상적으로 표현했고, 32개(47.8%)는 현재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

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있는 곳이 28개(41.8%)였고, 각각의 공유 대상 기업에 대해

별도로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 밖에 영업의 양수․양

도시 어떠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은 곳이 57개(85.1%), 양수․양도

시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지 않은 사이트가 56개(83.6%)에 달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연구팀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자기정보통제

권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의 제정과 독립적 감독기구의 설치 △주

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의 시정 △개인정보 공유에 관한 포괄적 동의 방식 시정 △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약관의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신용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오는 12월 29일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발표회를 가질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