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이버 공간의 정화인가? 표현 자유의 억압인가?

정세진 | 카피라이터

우리나라는 현재 운전 중에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속한다. 
이것은 1차 휴대폰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곧 2차 휴대폰 전쟁이 시행될
지도 모를 시점에 와 있다. 곧 운전 중에는 물론이고, 공공장소에서도 휴대폰 사용
이 금지될 법안을 마련 중이라는데, 여기저기 휴대폰 사용자들의 찬반 논쟁은 생각
보다 뜨겁다. 전파 토론방은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다.

           찬성

인터넷 공간은 쓰레기장

저는 인터넷의 게시판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닉네임이나 아이디 속에 숨은 네티즌들이 게시
판을 욕설과 비방, 뜬소문 같은 것으로 도배하는 경우를 자주 보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쓰레
기장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고 어떤 문제에 대해선 저도 
가끔은 제 의견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예 읽고 싶지도 않은 게시판에 제 의견을 쓴다는 것
조차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책임없는 의견쓰기로 소중한 일상이 된 인터넷이 더 이상 
쓰레기장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확실한 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유철 / 40대 개인사업

반대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욕설이나 비방, 음해, 사생활 침해 같은 것을 막기 위해, 혹은 처벌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범죄자라고 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범죄의 가능성을 최
소화할 수 있는, 혹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죄가 없음을 항상 입증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닙니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꽤 기분
이 상합니다. 

구본석 / 20대 대학생

찬성

단순 소문이 아닌 ‘범죄’에 대처해야 하는 문제 

문제는 사이버상의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가 범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뜬소문이 생겼다 사라
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실제로 위협이 되는 일로 이어진다는 점이지요.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책임
의식이 매우 낮아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자료를 본 적이 있
습니다. 정보통신부도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이 
열람하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양심적으로 예의를 지켜 인터넷을 이용한 네티즌이라
면 실명제가 실시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송선희 / 30대 주부

반대 

썰렁한 인트라넷 게시판처럼 되는 것은 상상하기 싫다 

어떤 일에든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도 그런 부분에서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점도 물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장점이 더 많음을 놓치면 안된다는 거
죠.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는 최대의 긍정적 효과가 실보다 득을 훨씬 많이 가져다줍니다. 익



명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켜왔고, 최근에는 정치, 경제, 연예 등 
사회 각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트라넷 게시판은 왜 인터넷 게시판보다 
훨씬 썰렁할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명으로 강력하게 강도 높게 조직을 비판하는 일은 자기
의 ‘밥줄’과 연결되어 있는 처지라면 아주 큰 용기를 필요로 하며, 설령 실명으로 올렸다 해도 삭제당할 
수 있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욕설과 비방, 유언비어라는 반대 때문에 시민사회의 꽃인 인터넷이
라는 거대한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강한이 / 20대 회사원

찬성

책임없는 자유는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이름에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책임감’이라는 의
식이지요. ‘자유’의 이름으로 남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근거 없는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고 누군가가 제시
한 의견에 단지 재미있으라고 태클을 거는가 하면, 게시판의 취지에 맞지 않는 광고성 글이나 루머를 퍼
트리기도 합니다. 자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자
신의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고 예의를 갖춘다면 실명제를 하는 것에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민상진 / 40대 교사

반대

범칙금 부과는 좀 지나쳐요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울리는 휴대폰 소음에 고통을 겪고 있지만, 범칙금을 부
과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생각들입니다. 어느 연극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인 케빈 브루어는 ‘공연 중 핸드폰 소리가 나면 리듬이 깨져버린다’고 말하면서도, ‘법보다는 
시민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며 법제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사실 한 손에 핸드폰을 들
었다고 운전에 지장을 준다는 분명한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요즘 일각에선 불거져 나오는 형편입니다. 
실제 올해 미국 31개주가 뉴욕주처럼 운전 중 사용금지법안을 추진했으나 한 곳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플로리다와 미시시피주는 오히려 지방정부들이 핸드폰 운전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도 했지요.”
김정미 / 20대 직장인

찬성

핸드폰 사용 금지구역을 정하는 것은 어떨지...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사용금지 구역을 특별히 필요한 몇 군데로만 축소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이나 항공기, 도서관, 공연장 같은 곳으로 말이죠. 
정말 이런 곳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의외로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윤정 / 30대 주부

반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익명성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 아니, 아예 인터넷이 없었던 이 세상에는 욕설과 비방이 없었을까요? 속에 울
분과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욕
을 안 배우고 자랄 수 있을까요? 이 물음들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불평등
한 사회구조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숨쉬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인터넷 실
명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비상구마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프라인과 별 차이 없는 온라인은 더 
이상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박찬성 / 30대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