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D� 2019-08-21 15:49 �수�

로그인 | 회원가입 | 모바일웹

기사 검색 

|   최초승인 2019.08.19 16:54:11 |   최종수정 2019.08.20 01:35 |  댓글 4

HOME   사회

반일종족주의 논평자 이철순 교수, MBC 스트레이트가 한 '선전선동' 방송에 친일파로
몰려

이철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및 학

장

“다수의 의견과 조금이라도 다른 소수의 이견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반자유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인 사회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사회는 더 이상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19일 이철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및 학장이 지난달 『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위안부에 대해 논평한 것을 두고, 학교 내외에

서 사퇴 요구를 받는 현실을 이같이 표현했다. 문제의 발단은 MBC 스트레이트의 12일 방송에서 비롯됐다. 스트레이트는 이 교수의 발언 중

일부를 고의 누락해 본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되도록 조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이 교수를 찾아 인터뷰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준비되

지 않은 인터뷰를 거부하며 피하는 모습을 찍고, 앞서 앞뒤를 잘라낸 논평과 엮어 방송에 내보냈다. 이른바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1일 MBC 스트레이트 취재팀은 부산대 사회과학대 학장실을 나서 경제통상대로 향하는 이 교수를 붙잡고 느닷없이

카메라를 돌리며 인터뷰를 강요했다.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인터뷰로 이 교수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취재팀은 이 교수를 끝까지 따라붙었

다.

이 교수는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자 차라리 피신하기로 결심하고 사회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남자 화장실로 몸을 숨겼다. 집

요하게 따라붙는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취재팀은 이 교수가 화장실을 나와 다시 학장실로 돌

아갈 때도 따라붙었으며, 이 교수가 학장실에 들어간 뒤에도 문밖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 이 교수는 당시 상황을 묘사하며 취재팀이 학

장실 창밖에서까지 자신을 감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10시 스트레이트는 이 교수가 북콘서트에서 위안부에 관해 발언한 것을 편집한 장면과 함께 지난 1일 이 교수가 인터뷰를

피해 이리저리 다니고 화장실로 피신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선정적으로 방영했다. 이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 교수를 비방하는 글들

이 난무했고, 이 교수에게 협박성 이메일이 들어왔다. 부산대학교 총장비서실, 교무과, 사회대 행정실, 정외과 사무실로 항의성 전화가 폭주

  안덕관 기자

이 교수, 반일종족주의 논평자로 나서 위안부 발언한 것 두고 MBC 일부 내용 고의 누락한 '악마의 편집'으로 국민 선동 
지난 1일 부산대 학장실 찾아가 이 교수에게 강제 인터뷰 시도...거절 의사 무시하고 화장실까지 따라가 피신하는 모습 만들어내
방송 이후 이 교수를 향한 비판 여론 확산돼...교내에선 사퇴 요구받기까지
이 교수 “학문의 영역에 선동적인 방송이 개입돼선 안 돼”...“반일종족주의 저자와 정대협 토론을 통해 위안부 실체를 밝혀내야 혼란
거두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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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 교수가 피한 것은 인터뷰가 아니라 이 교수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방송해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한 악의적, 폭력적 취재를 피한 것이

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범죄자가 도주라도 하는 것 같이 표현됐다. 방송의 폭력, 여론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지난 16일에는 고(故) 고현철 교수 추모식에서 부산대 민주동문회, 정외과 동문회 등이 현수막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내건 현수막

수는 17일까지 추가돼 총 15개 정도로, “일제의 만행을 두둔하는 이철순 교수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일제의 만행을 두둔하는 이철

순 교수는 사회대 학장직에서 물러나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대 사회과학대 교정에 걸린 현수막

부산대 사회과학대 교정에 걸린 현수막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부산에서 열린 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위안부와 관련한 논평을 하며 “(위안부 문제가)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

자기 90년대에 튀어 나왔는가,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라고 했다. 이어 “우물가에서 물긷는데 잡아가고 밭에서 일하는데 무

슨 노예사냥하듯이 그물을 던져서 잡아가고 그런 일은 없었고, 일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전승이 안 된 건데 이게 뻥튀기가 되고 부풀려졌는데 참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 발언은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한 게 아니라 조선의 여성을 동물 사냥하듯 잡아갔다는 인식에 대한 아무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언급됐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일본 사람은 요시다 세이지라는 자로, 그의 증언은 1995년에 완전한 거짓으로 판명이 났

다. 이는 최종적으로 2014년 아사히 신문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는 이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 “우물가에서 물긷는데

잡아가고 밭에서 일하는데 무슨 노예사냥하듯이 그물을 던져서 잡아가고...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라는 부분을 누락했다. 이에 따라 스

트레이트가 위안부의 존재 자체가 없었다고 부정한 것으로 보이도록 방송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성역이 되어 조금의 이견도 허용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다수의 의견과 조금이라도 다른 소수의 이견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반자유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인 사회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사회는 더 이상 건강한 사회가 아니

다”고 말했다.

또한 “학문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에 선동적인 방송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학문적 주제는 고도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들이 연구

하고 토론하여 그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면서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이 정대협에 제안한 공개토론회를 환영하며 토론을 통해 그 실체를 밝

혀내야 위안부 문제로 인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거두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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