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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입장]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날 짜 2016. 10. 10. (총 2쪽)

입 장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선관위 2명 고발, 경찰 10여 곳 압수수색으로 확대

검찰은 이례적으로 단순 참가자까지 22명 무더기 기소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운동의 정당성 법정에서 밝힐 것

1. 오늘(1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하 검찰)가 20대 국회의원 선

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

선넷)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

에 기반을 둔 유권자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불법’낙선운동으로 낙

인찍은 검찰의 기소는 무리하고 부당하다. 2016총선넷은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며,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정당함

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당당하게 밝힐 것이다.

2.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 선관위의 고발 건을 임의로 확

대해 시민단체의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10여곳을 무리하게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애초 수사 대상자는 4명이었음에도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22명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 한 뒤 이번에 일괄 기소한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획된 수사

이자 정치적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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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이 밝힌 주요한 공소 요지는 2016총선넷이 온라인에서 진행한 최악

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기 위한‘WORST10’온라인 이벤트가 여론조사 방

법을 위반하였고, 10여명의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이 

선거법상 금지된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총선넷이 

진행한 최악의 후보 10인을 뽑기 위한‘WORST10’온라인 이벤트는 상식

에 비추어 후보자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로 보기 어렵

다. 또한 검찰이 미신고집회라고 주장하는‘낙선기자회견’ 역시 선거관

리위원회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옥외기자회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

다. 검찰의 기소는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에 기반을 두어 진행한 유권자운

동에 대한 무리하고 부당한 법률 적용이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

켓을 들거나, 발언을 한 단순 참가자까지 기소한 것은 기소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4. 2016총선넷의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

권자운동이었다. 공직선거법은 규제위주로 유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또한 경찰과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

권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2016총선넷은 부당한 기소에 맞

서 법정에서 정당함을 밝히는 것은 물론,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

당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에도 적극적으

로 함께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