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 95개사,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의회, 망중립성이용자포럼 10개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41개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 - 11월12일 현재)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02-701-7687, 언론연대.02-732-7077, 참세상 02-701-7112
-------------------------------------------------------------------------------

[성명]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처리하라!!
신속히 처리하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
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
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
정 이후에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
고, 선거를 앞둔 현재 인터넷언론사 등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은 이미 지난 9월 5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 있음에도 선거
가 코앞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
의 직무유기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4일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
제)'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인터넷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단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도 적용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포털 등의
중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본인확인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도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의미
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가 그간 수많은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확인
되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을 인터넷실명제가 유지된 채로 치러야 한다
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
았다.
국회는 더 이상의 정쟁과 다툼을 멈추고 즉각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처
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12일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 95개사 (11월12일 현재)
NSP통신 가톨릭뉴스지금여기 간호사신문 건설경제 건치신문 경제플러스 국민방송 기독
교타임즈 기독일보 노년시대신문 뉴데일리 뉴스민 뉴스셀 닥터더블유 대구평화뉴스 대
자보 대한금융신문 대한일보 더닥터 더약업 데일리메디 덴탈아리랑 디트뉴스 라이브뉴
스 레디앙 매경헬스 메디게이트뉴스 메디파나 메디포뉴스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미디어
충청 미디어펜 민주일보 민중언론참세상 방송기술저널 베타뉴스 보건신문 비마이너 새
한일보 서울일보 성남일보 세이프투데이 세종의소리 셀룰러뉴스 수원일보 시민의소리
시민일보 시사뉴스라인 시사서울 시사투데이 시사포커스 시정신문 식품저널 씨엔비뉴스
씨피엔문화재방송국 아시아투데이 아이티매일 아주경제 약사공론 왓처데일리 울산노동뉴
스 월드얀뉴스 의약뉴스 의협신문 이지경제 인천뉴스 일간대한뉴스 일다 재경일보 전
국매일(서울본사) 전업농신문 제주의소리 참소리 축산경제신문 충북인 컨슈머타임스 컴
퓨터타임즈 케이제이타임스 코리아뉴스 코리아아이티타임즈 코카뉴스 투데이코리아 포커
스 피디저널 하이닥 한국고시신문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사 한국정보통신신문 헬
로디디 헬스코리아뉴스 헬스포커스뉴스 환경타임즈 후생신보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의회
망중립성이용자포럼
경실련 / 민주언론시민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 / 오픈웹 / 인터넷주인찾기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청년경제민주화연대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녹색연합 / 대전충
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 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바른지역언론연대/방송기자연합회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새언론포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인권센터 /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 자주평화통일민족회
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신문
판매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교육을위한전국학
부모회 / 참언론을위한모임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
민우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청년연합/환경운동연합 41개 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강릉: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 고양: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 <도토
리미디어 사랑방> / 광주: 광주전남미디어주권네트워크(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참여자치21, 광주여성민우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의전화, 전남대미디어교육센터, 광
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흥사단), 열린미디어연
대,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필>, 광주전남민언련 영상분과 / 대구: 대구 독립영화협회, 대구 영
상공동체 <이후>, 여성영상공동체 <핀다>, 대구노동자영상모임 / 대전: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
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시네마떼끄대전) / 마산창원: 시
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
연구소, 여성다큐<고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민주노총마창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
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시청자영상제작단 / 부산: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
립영화협회 / 부안: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안생태문화활력소 /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부천영상미디어센터 / 서울: 관악미디어공동체<동동>, 공동체라디오 운동연구집단<씨
알>,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 성남: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 울산: 민
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뉴스, 울산정보미디어공동체(울산노동뉴스, 노동 자정보통신지원단, 공
동체라디오추진위, 울산노동미디어네트워크), 울산미디어연대, 울산시민미디어센터 / 원주: 한국
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바름소리> / 익산 : 영
상바투 / 인천: 미디어마을 /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영시미> / 진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
천안: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영상미디어정보센터 / 청주: (사)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
이, (사)충북민주언론 운동시민연합,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 춘천: 춘천영상공동체 <미디
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