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도 말좀하자!
서명해서 유권자 권리찾자!
현행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을                             � 유권자 3대 권리 보장 위해 개정합시다

[93조1항]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자, 정당 비판 
포괄적 금지. 특히 인터넷/트위터 

[110,251조] 비판하면 비방죄로 처벌 

[82조의 6] 인터넷 언론사 익명 글쓰기 금지 

[90,103,105,107조] 1인시위, 사진전, 서명운동 금지

[59, 254조] 고작 13일(총선)만 선거운동 가능

[230조] 투표독려 이벤트 불가 

1. 후보자와 정당을  
비판·지지할 권리

2. 정책을 요구하고 알릴 권리

3. 투표를 마음껏 권유할 권리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

나                                 은(는) 한 명의 유권자로서, 

유권자의 3대 권리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에 동참합니다. 

또한 국회가 유권자의 의사를 외면하지 말고,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매우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년           월       일         서명     

국회의원에게 한마디 이메일   

휴대전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유자넷의 선거법개정캠페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는 2011년 9월 1일, 10만 시민의 서명으로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입법청원 합니다. 
2011년 10월 중순, 총선 D-180일 선거법 규제(선거법 93조) 시작에 맞춰,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유권자 축제>를 
개최합니다. 함께해주세요! 문의 이메일 youjanet2012@gmail.com 유자넷 홈페이지 www.youj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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