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게 요청합니다.
친일 문인 기념 동인문학상 운영과 시상을 중단해주십시오!
김동인은 1939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을 찾아가 문단사절을 조직해 중국 화북지방
에 주둔한 ‘황군’을 위문할 것을 제안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지황군위문문단
사절’로 활동한 것을 비롯하여 일제에 부역한 대표적인 친일문인으로 자리매김 했
습니다.
그는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인 조선문인협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1943년 4
월 조선총독부의 지시 하에 조선문인보국회에 가담했습니다. 문필활동은 내선일체
와 황민화를 선전 선동하면서 일제에 협력하는 글을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대동아
전쟁이 발발하자 그에겐 ‘내선일체’는 문젯거리가 안 됐으며, 그는 다만 ‘일본 시민’
일 따름이었습니다. ‘천황폐하’ 아래서 생사를 같이하고 영고를 함께 하는 백성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은 이제부터는 내 것이 아니요 또는 가족의 것도 아니요
황공하옵게도 폐하의 것이며 지금 폐하의 어본부로 완적을 멸하려는 성검을 잡고
일어선 바라는 자각을 가지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인의 애국심 강
도를 다루어 보는 저울이라고 하면서 학병제도 독려했습니다.
김동인은 1945년 8월 15일 오전, 해방이 되는 날까지 조선총독부 정보과를 찾아가
서 ‘시국에 공헌할 새로운 작가단’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
다.
이렇게 뚜렷한 친일 행적을 가진 김동인을 조선일보에서 ‘문학상’으로 기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작가를 기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요? 버젓이 그런 작가를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 원의 상
금과 상패를 주고, 영광스런 권위와 명예의 월계관을 씌워줄 만큼 우리나라의 문학
이 허약한 것인지요?
동인문학상은 1955년 『사상계』가 제정하여 1956년부터 시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 1956년부터 1967년까지는 사상계에서 운영하다가 1979년부터 1985년까지는 동서
문화사, 1987년부터는 조선일보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으로서 양심과 냉정한 관점을 가지고, 반역사적 반민족적 ‘친일
문인 기념 문학상’의 대표격인 동인문학상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학
은 한 나라를 넘어서는 인류사이며 인간 모두의 보편성에 바탕을 둔 철학이며 예술
정신입니다. 식민지 종주국을 찬양한 부역자를 후대에서도 여전히 찬양하는 국가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 해도 그 정신사적 근대성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동인문학상은 황석영, 공선옥, 고종석 소설가 등이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
으며 자신들이 수상 후보작으로 오르는 것 자체를 모욕으로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후보가 된 것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동인문학상을 거절하는 작가들
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조선일보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수상 거부 작가들이 등장
한 순간, 동인문학상은 문학상으로서 존재할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의 역사와 명예를 지금이라도 지키고자 한다면 한낱 알량한
작가들의 허욕에 기대는 동인문학상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선일보의 독자는 물론이고 반대편에 선 국민들도 조선일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선일보는 친일 문인 기념 동인문학상 운영과 시상을 당장 중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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