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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의 대표 저자인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영을 금지해달

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은희)는 이 교수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모습과 그가 대표 집필한 저서 ‘반일 종족주의’. /유튜브 캡처·미래사

재판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MBC 측에 방송금지를 명할

권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교수는 공적인 인물로 봐야 한다"면서 "이 상황에서 이 교수가 MBC 소속 기자를 폭행

http://nsearch.chosun.com/search/total.search?writer=%EB%B0%95%EC%86%8C%EC%A0%95%20%EA%B8%B0%EC%9E%90&cs_search=writtersinarticle
http://news.chosun.com/svc/list_in/list.html?catid=3


한 것은 공공의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안이 언론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이미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영 시 이 교수가

추가로 입게 될 피해의 정도가 방송을 통해 실현될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수가 방송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영상물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상황을 촬영한 영상물

에 해당해 허위 사실이 개입됐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어떤 의견이 개진되는 장면도 없다"고도 명시했다.

앞서 MBC 소속 기자는 지난 4일 오전 8시쯤 이 교수의 자택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폭행을 당했

다. 이 교수 측은 "기자가 인터뷰를 거부하는 이 교수를 50m 가까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20여 차례나

강압적으로 인터뷰를 요구했다"며 "이 교수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기자가 ‘MBC는 공영방송.

인터뷰에 응하라’고 다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수 측은 "취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고, (방영될 시)

이 교수의 초상권과 명예, 기타 인격권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MBC 기자 폭행하고 욕설’이란 제목의 리포트 중 한
장면. /MBC 캡처

법원의 결정과 관련, 이 교수가 소속된 이승만 전 대통령 연구단체 ‘이승만 학당’ 측은 "폭력 강압 취재의

정당성을 인정한 처분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스트레이트의 관련 방송 내용까지 보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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