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함.

1.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

❍ 제9조(정치적 중립의무 등)①,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②

2.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함. 이하

같음)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클릭,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

달기,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 클릭하는 행위

※ 단순히 ‘좋아요’ 버튼을 1∼2회 클릭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나 선거

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m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m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m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m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m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

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m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m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m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m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m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m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

하고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퍼 나르기하거나 리트

윗하는 행위

m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3. 최근 SNS 활동 관련 주요 조치 사례

❍ 허위사실을 공표(당선목적, 낙선목적)한 행위

❍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

❍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한 행위

❍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밝히면서 함께 공표·보도할 사항(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

조 표기)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

❍ 기부행위 의사를 밝힌 행위

❍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선거운동(호별방문 장면 등)을 게시한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금지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SNS에 응원댓글을 

달거나 예비후보자가 게시한 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