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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학당 "인터뷰 강요 폭거 MBC 단죄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할 것"...MBC 항
의방문 집회

관련기사

항의방문 집회를 촬영하고 있는 MBC

MBC의 이영훈 교수(이승만학당 교장)에 대한 인터뷰 강요 폭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7일 MBC 앞에서는 MBC에 대한 항의방문 집회

가 열렸다.

이승만학당과 한국근현대사연구회는 이날 MBC 상암동 거인동상 앞 광장에서 '<주진우 스트레이트>의 이영훈 교수님 불법 악랄 인터뷰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었다. 

집회 성명서 발표에 나선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이승만학당 교사)는 "MBC의 폭거가 단순한 인터뷰 강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

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광풍처럼 일고 있는 반일(反日)감정의 뿌리인 일제 식민지 시절의 거짓 역사에 대한 팩트(fact)를 제시하고 있는

『반일종족주의』 필자들에 대한 공갈협박을 통해 사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되고 계획된 작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뷰 강요 사건은 『반일종족주의』 필진들을 겨냥한 계획된 폭거이자 파쇼 전체주의자들이 필자들을 겁박하는 폭력행위"이라며

"우리는 MBC의 폭거를 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학자에게 ‘친일’, 제자에게 ‘극우’ 낙인 찍는 조국...이영훈 교수, 조국에… 법무장관 유력 조국, 이영훈 교수 등 집필한 '반일 종족주의'에 팩트 반…

이영훈 교수, MBC 측에 방영 등 금지 가처분신청..."공영방송이 파파라… MBC의 몰지각한 취재행태에 각계 비판 확산...이승만학당 "MBC 폭거 …

MBC, 왜곡된 反日선동에 맞선 이영훈 교수 상대로 취재윤리 내팽개친…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박사, 사무실 찾아와 난동 부린 괴한…

이승만학당-한국근현대사연구회, MBC 앞 '불법 악랄 인터뷰에 대한 규탄집회' 열어
김용삼 대기자 "공갈협박을 통해 사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되고 계획된 작전"
김기수 변호사 "함부로 촬영한 영상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민사-형사적 책임지게 될 것"
이인철 변호사 "겁박에 가까운 취재해위, 폭력에 가까워...언론의 남용"
최공재 감독 "이여훈 교수님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이승만학당 "인터뷰 강요 폭거 MBC 단죄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할 것"...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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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교수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사실상 파파라치와 같은 행위를 했다.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MBC 최승호 사장

은 사과를 해야한다"면서 "MBC가 함부로 촬영한 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영상을 유포한다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영훈 교수 측은 MBC의 무단 인터뷰와 관련해 피보전권리 초상권,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이유로 방영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최공재 감독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싸워야한다"며 "이영훈 교수

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철 변호사(전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강제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겁박에 가까운 취재 행위는 사실상 폭력에 가깝다"며 "학술

적인 연구자체를 사전에 막는 행위는 사회에서 허용돼서는 안 될 언론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집회를 통해서 이영훈 교수님이 지적하시고 비판한 내용이 옳은 내용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

다"면서 "역사를 바로 알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는 것처럼 이 계기로 많은 역사 왜곡을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6 8층(관훈동,홍익빌딩) |대표전화 : 02-2138-5881 팩스 : 02-730-0989

|명칭 : (주)펜앤드마이크 |제호 : 펜앤드마이크(PenN) |등록번호 : 서울 아 04863

발행인 : 정규재 |편집인 : 이창섭 |등록일 : 2017-12-06 |발행일 : 2018-01-02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연희

펜앤마이크 penn@pennmike.com / 기사제보·보도문의 pennjebo@pennmike.com

|Copyright © 2019 펜앤드마이크. All rights reserved. 상담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30분

회사소개

광고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이승만학당 "인터뷰 강요 폭거 MBC 단죄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할 것"...M… 



홈 칼럼 정치 사회 경제�산업 외교�안보�국제 미디어 문화�스포츠 기획�연재 현대사 자료실 펜앤드마이크TV 구독안내

mailto:penn@pennmike.com
mailto:pennjebo@pennmike.com
https://www.pennmike.com/admin/adminLoginForm.html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59
http://www.pennmike.com/com/com-1.html
https://www.pennmike.com/com/ad.html
http://www.pennmike.com/com/privacy.html
http://www.pennmike.com/com/youthpolicy.html
http://www.pennmike.com/com/com-2.html
https://www.inc.or.kr/
http://www.ndsoft.co.kr/
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view_type=s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view_type=s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4&view_type=s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6&view_type=s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7&view_type=s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5&view_type=s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8&view_type=s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3&view_type=s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4&view_type=s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2&view_type=sm
http://www.pennmike.com/com/spon.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