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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밤은 선관위의 낮보다 아름답다.
D-180일 선거법 단속 시작에 맞춰 유권자들의 발칙한 살풀이가 펼쳐진다. 
2011년 10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투비컨티뉴-드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 헤드락을!   

2011년 9월 대개봉

너와 내가 
부둥켜 
안고 분노에 
몸부림치며 
반드시 해야 
할 미션!

선거법에 헤드락 거는 방법, 지금 연마하라

유권자 3대권리에 서명하고 새끼도 친다

10월 유권자 축제에서 뽕빨나게 논다

전투자금을 마구마구 뿌린다

선거법 바꾸도록 국회의원을 쫀다

가진재능 탈탈털어 투척한다

2000 시민단체가 뽑은 

최고 악법상 

2007 네티즌이 없애고 

싶은 법 1위 랭크

2009 미디어법과 함께 

워스트 커플상

2010 트위터리안이        

혀를 찬 퐝당상 

2011 UN인권이사회           

'아직도 이런 법이' 수상

선거법 역대 수상내역 

선거법,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그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셧더마우스가 웬말이냐
 순결한 우리의 입에 쟈크를 채워온 구시대적 선거법! 지금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리얼 스토리! 

2010
트위터로 투표독려 

하지마!
선관위, 투표독려 문화예술인 

선거법 준수 요구. 후보,정당 지지,

반대글 단속

20대 여러분~ 투표하면 제 판화 1000점 

드리겠습니다 - 모화가

투표하고 인증샷 올려주세요. 선착순 10

분께 제가 쓴 책을 드립니다 - 모작가

20대여 일어나라! 투표하세요. 50분께 제 

앨범 쏩니다 - 모가수” 

2010
4대강, 무상급식 

캠페인하면 죽어!

서명운동, 사진전, 현수막 게시 

단속. 캠페인 활동가 고발, 

재판진행 중

2007
인터넷에선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인터넷 댓글, 블로그 게시글, 

UCC영상 삭제 건수 9만여건

좌파를 빛낸 108명의 위인들 - 배모씨, 

2007년 1월 데일리안 토론사이트 

주가조작 땅투기, 전과 14범이냐? 아니면 

이회창이냐? 선택을 하라 - 류모씨, 2007

년 11월, 네이버 정치토론장 

맹박이 - 엄모씨, 2007년 자신의 

블로그와 한겨레토론방

2004
패러디 창작물 

만들지마!

패러디작가 하얀쪽배 벌금 150

만원 선고 등 정치 패러디물 

집중 단속

2000
어디 감히 

낙천낙선운동이야!

총선시민연대 집행부 7명 등 

낙선운동 동참 시민들 다수 

벌금

알고 보면 조낸 무례한 선거법

싹 다 개정해서 유권자 3대 권리 쟁취하자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 비판금지 93조 1항

�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후보자와 정당을 비판하고 지지할 권리,

정책을 요구하고 알릴 권리,

투표를 마음껏 권유할 권리가 있다!
비판하면 비방죄로 처벌

110, 251조

인터넷 언론사에 익명 글쓰기 금지 82조 6항

1인시위, 사진전, 서명운동 죄다 금지 90,103,105,107조 

고작 13일만 선거운동 가능
59, 254조

투표독려 이벤트 불가
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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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총선, 대선에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서명 안하면 지는거다

2011년 9월 1일 자유를 갈망하는  
10만 유자씨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 

옥죄는 선거법을 깨부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