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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이영훈 교수,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고발당해...'반일종족주의'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
라

[연합뉴스 제공]

한국사회에 만연한 반일정서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논박하는 책 ‘반일종족주의’를 출간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

도 고발됐다.

1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좌파성향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와 ‘가짜뉴스 국민고발인단’은 이영훈 교수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문은 이 사건이 15일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이 전 교수가 김낙년 동국대 교수 등 공동저자 5명과 함께 지난달 10일 출간한 ‘반일종족주의’에서 ‘일제 강점기에 조선 부녀자

를 위안부로 강제로 끌어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강제징용도 허구’라고 쓴 부분 등을 언급하며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

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교수는 지난 13일 또 다른 좌파성향 시민단체인 ‘애국국민운동대연합’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구

로경찰서에 고발됐다.

이 단체는 이 전 교수에 대해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허위 주장했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역질 나는 책'이라면서 "('반일 종족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며 맹비난했다.

  조준경 기자

교보문고 16일 종합 베스트셀러 발표서 전주보다 7단계 뛰어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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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전 교수는 다음날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서 "나는 친일파가 활동한 역사와 무관하고 독립운동가 후손이다. 차리석 선생은 내 외

증조부다. 부역‧매국 친일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교수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

발했다.

이 단체는 이 전 교수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허위 주장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 전 교수가) 자신의 집안에 독립운동한 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결과는 외외증조부를 말한 것이었다"며 "외외증조부도 집안인

가. 대한민국 집안의 의미를 바로 세우겠다. 애국자 집안 욕 먹이지 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리석 선생의 외아들인 차영조 독립유공자유족회 부회장은 지난 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교수는 큰 아버지 딸의 후손"이

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도 이 전 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는 판매량이 급증하며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16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온·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반일종족주의'는 전주보다 7계단 뛰어오른 1위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독자가 73.8%로 여성(26.2%)을 압도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고 30대 독자도 18.1%였다. 출판업계 관계

자는 "독자들에게 불편한 내용을 담은 책이 큰 히트를 쳤다"면서 "우리 사회에 일제시대를 감성적, 집단 기억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객

관적, 실증적으로 봐야 한다는 움직임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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