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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방콕 , 2016년 6월 29일)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 FORUM-ASIA)은  최근 

있었던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이하  2016총선넷) 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16총선넷은  포럼아시아  멤버인  참여연대를  

포함한  약  1,000 여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풀뿌리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이다 .  경찰은  2016총선넷의 캠페인을  통한  유권자  활동이  공직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압수수색을  지난  6월  16일  감행하였다 .   

2016년 4월 ,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총선넷은 온라인  상에서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10명의 

최악의  후보  선정  및  시민이  제안하는  약속과제10가지를  선정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16총선넷은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이벤트 설문을 통하여 선정된  최악의 후보자들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였다 .  

이에  지난  4월  24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는2016총선넷을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최악의  후보자의  지역구  등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선관위의  주장과는  달리  이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  이었으며 , 특정 

후보자의  이름 또는  사진은   거론되지  않았다 .  

또한  선관위는2016총선넷이  여론조사 결과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 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특정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와는  달리 

2016총선넷의  온라인  캠페인은  전국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되는  

설문  이벤트  였으며  이는  정당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이다 .  

또한  경찰이  선거기간  중  사용되지  않은  두  개의  이동식디스크와  하드디스크를  통채로 

압수한  것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다 .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선거 기간동안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포럼아시아 사무총장인 에블린 발라이-세라노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의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  위기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2016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과도한 압수수색은  시민사회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는  또  다른  한  예”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 또한  “공직자선거법은  시민사회단체  및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억압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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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프랑크  라뤼의  한국  보고서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정 정당, 

후보  또는  선거  쟁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배포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  

그는  또한  지난  2013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연간보고서에서도  “선거  및  후보자에  관련된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은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교류되어야  하며 , 이를  제한할  경우 

시민사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고  강조하였다 . 

포럼아시아 사무총장인 에블린 발라이-세라노는 “선거  과정에  있어서  모든  유권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당한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  

하였으며 , “공직  선거법및  관련  법령은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대신 ,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통한  민주문화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고 주장 

하였다 .  

포럼아시아는  대한민국  정부에  2016총선넷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  및  수사를  멈출  것  을 

촉구하며 , 국제인권기준에  부응하는 공직  선거법  및  관련 법령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하였다 .   

 
About FORUM-ASIA:  
 
FORUM-ASIA is a Bangkok-based regional human rights group with 58 member organisations in 19 
countries across Asia. FORUM-ASIA has offices in Bangkok, Geneva, Jakarta and Kathmandu. FORUM-ASIA 
addresses key area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freedoms of expressions, assembly 
and association, human rights defenders, and democrat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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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 Asia Programme of FORUM-ASIA, easia@forum-as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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