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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켜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첫발 

-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 

1.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촛불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

제도와 정치개혁,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뜨겁습니

다. 개혁의 열망으로 패스트트랙에 담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이 11월 27일,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표결을 앞둔 상태입니다.

2.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각종 셈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으며, 공

수처설치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자는 시민들의 희망이자 요구입니

다. 

 

3. 이에 경실련은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이의영 중앙위의장, 윤순철 사무총장과 서명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 열망이 담긴 1,000명

의 서명 용지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 www.ccej.or.kr / Tel.02-765-9731 Fax.02-741-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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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 담당

▪발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윤철한 정책실장, 서휘원 간사, 02-3673-2141)

▪시행 : 2019.12.05.(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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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나도 한마디’ 워드 클라우드

4. 선거법 공수처법은 정치인들의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

긴 법안입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널리 알려질 수 있도

록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①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

  ② 기자회견 제목 : 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켜라!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 첫발!

  ③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취지 발언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발언 : 이의영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발언 : 서명에 참가한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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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 서명에 참가한 시민 1인

   ￭ 퍼포먼스 : 개혁을 촉구하는 패스트트랙 기차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명에 참가한 시민 1인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윤철한 정책실장․ 서휘원 간사 010-4972-0252, 

hwseo@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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