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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간담회에 대한 입장

날 짜 2016. 6. 22. (총 2 쪽)

입 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수사는시민운동에대한폄훼
1,000개 시민사회단체와 4,000만 유권자가 있을 뿐 
유권자 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에 맞설 것

1. 강신명 경찰청장이 어제(6/21)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6총선시민네트

워크(이하 2016총선넷)에 대한 6월 16일 압수수색에 대해 “상당성과 필

요성 인정 돼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선거법 위

반 혐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사의 확대 

가능성’을 밝혔다고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2016총선넷의 활동과 낙

천낙선운동의 ‘사주’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주장은 2000년 이래 시민사

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활동인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폄훼이며,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와 시민운

동 전체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2. 강신명 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 등 누가 

주도하고, 사주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위반 혐의를) 실질적으

로 누가 주도하고 기획했는지의 사안도 수사상 필요하다고 생각해 최소

한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2016총

선넷은 전국 34개 의제 및 지역별 연대기구와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

체가 함께 결성된 공개된 조직이다. 또한 2016총선넷은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낙천낙선운동을 천명하고, 공

개적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추가적인 공모▪공동정범 수사나, 누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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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했는가에 대한 수사는 어불성설이다. 2016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34개 연대기구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 4,000만 유권자가 있을 뿐이

다.

3. 또한 2016총선넷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상당성과 필요성 인정 돼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경찰은 2016총선

넷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2015년 이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사용

하다 보관해오던 하드디스크를 압수해갔다. 또한 활동가들의 자택과 휴

대폰까지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16총선넷의 활동이 공개적

인 활동인 만큼 경찰이나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도 없이 수 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단체 

입구에 진을 치고, 수 십 명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은 

2016총선넷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비해 과도하고 무리한 공권력 행사

였다.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4. 2016총선넷은 박근혜정권과 검경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

다. 2016총선넷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물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을 지지

하고 지원해온 모든 세력과 시민들과 연대하여 검경의 부당한 유권자운

동 탄압과 공권력 행사를 규탄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정에서 유권자들의 권리와 시민운동의 대의를 지

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