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와 사이버성폭력
2015년 ‘소라넷’ 폐지운동을 계기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
다. 그 전까지 ‘몰카’나 '야동'이라고 불려오던 사이버성폭력은 대한건아들의 참을 수 없는 성적욕구 때
문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에 불과했으나, 불법촬영물 게시물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샅샅이 찾아 모니터링
하고 신고하고 공론화했던 사람들로 인해 ‘몰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폭력으로 인식 될 수 있었다. 또
한 인터넷이라는 아무것도 잊혀지지 않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사이버성폭력에 맞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촬영물은 촬영되고 유포되고 소비되며 많은 이들 입에 가십으로 오르내린다. 이 변
함없음에 분노한다. 얼마 전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이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성범죄사실이 알려
졌다. 어떤 이들은 그 연예인들의 ‘일탈’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정말 '더 큰 문제'는 축소되었나? 이 남성들은 자신의 알량한 남성성을 과시하고 인정받기 위
해 사이버성폭력을 저질렀다. 사이버성폭력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고 ‘남성’이 된다. 그 사실 하나만
으로 그들은 다시는 방송인으로서 재기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자이자, 인간성이 결여된 존재로서, 사회와
격리시켜 재교육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는 것일까. 그 모든 '더 큰 문제'보다도 타인의
인간성을 파괴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이 가장 큰 범죄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는 것일까. 이것은 그들의 범죄를
축소하는 것일까. 나의 고민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사이버성폭력이 밝혀진 직후 불법촬영물이 실시간검색
어에 오르며 한국사회의 변함없음을 증명해냈다. 아 대단한 사회다. 한 치의 반성도 없는 끔찍한 이 대한
의 건아들은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 그것을 보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욕하는 가수
승리와 정준영이 저질렀던 범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을 조각내고 파괴하는 일임을 잘 알면서도 불
법촬영물을 소비하는 범죄를 일말의 수치심 없이 해낸다. 오히려 다들 하는 일을 그 연예인들이 조심성이
없어서 한심하게 잡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 사회는 가수 승리와 정준영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공간
이다.
여성단체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는 게으른 비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위같이 단단한 남성사회를
부수고자하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와 같은 단체에도 여지없이 적용된다. 한국사회
안에 공기같이 흔한 승리들과 정준영들을 제재하고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지만, 그런 것은 비난
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모양이다. 그들의 비난과는 다르게 한사성과 다른 여성단체들은 바
위조차 깎아내는 파도처럼 그 운동을 멈춘 적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여성단체들은 국가가 임시적으로나
마 불법촬영물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비로소 사이버성폭력문제는 개인
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하는 위법 행위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
시화된 것이다.
#불법촬영물_SNI차단이라는 공론장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을 때, 나는 이 공론장이 당연하게도 지금의
불법촬영물 사이트 차단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운동을 이어나
갈 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상상했다. SNI차단이라는 기술을 잘 알지 못해 검색해보니, 불법촬영물
(사이버성폭력) 사이트를 우회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아주 쉽게 정리되어있는 게시물들을 찾을 수 있었다.
찾고자 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잠재적 범죄자'들을 보게 되었고 답답함을 느끼며 공론
장을 찾았다. 사회자의 말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을 때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의 상상과
는 전혀 다른 논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발제자는 한사성의 서랑님과 진보네트워크의 미루님이셨다. 한
사성 서랑님의 발제는 예상했듯이 사이버성폭력과 SNI차단 시행과 관련한 내용이었고, 미루님의 발제내용
은 SNI차단의 한계와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서랑님은 SNI 차단이 사이버성폭력근절의 근
본적인 대책이 아님과 준비하고 있는 다른 대책들을 말해주셨다. 반면 미루님은 이때까지 국가가 일방적

으로 인터넷사이트를 제재했었던 다른 사례를 들어 SNI차단 정책에 우려를 표했지만, 이것이 피해자의 구
제와 대립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다. 사회자와 발제자들은 계속해서 이것은 한 쪽으로 결정지어 논
의할 필요가 없으며, 사이버성폭력제재와 정보인권은 서로 대결하는 개념이 아님을 밝혔다. 하지만 그것을
강조할수록 이 주제로 함께 얘기한다는 것에 이질감이 느껴졌다. 서로 대립하는 개념도 아니고 사이버성
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을 이야기하고자 함도 아니라면, 어째서 한사성과 진보네트워크가
투톱발제자인 공론장이 만들어진 것인가. #불법촬영물_SNI차단이라는 공론장은 진보네트워크를 발제자
로 배치하면서 국가가 시민을 대상으로 SNI차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우려를 표하려고 노력했
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사이버성폭력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만 했던 걸까?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정보인
권침해문제를 우려하며 경계하고자 함에 여성의제를 끼워 넣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SNI
차단이 사이버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을지, 기술적인 한계로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SNI차단
을 사이버성폭력을 끝장낼 정부정책으로 들고 온 이유는 뭔지, 정부는 이미 작년 5월부터 이야기된 SNI
차단을 왜 지금 불법촬영 문제와 함께 엮어서 발표하는지 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정부의 정보인권침
해에 경계해야 한다는 미루님의 주장을 들을수록 이 공론장의 구도가 어색해보였다. 애초에 불법촬영
문제와 얽혀서 토론이 될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 문제 해결을 위한 불충분하고 미심쩍은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도, 그들에게 ‘저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불법촬영 문제
를 배치하는 이번 토론회도 실제 여성과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의 심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듯했다. 각
단체가 주장하는 가치와 의제가 아주 중요한 한국사회의 문제이며 사회자와 발제자들이 재차 강조했듯이
서로 대결하거나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각각의 의제는 하나의 단일하
고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의제 또한 다른 의제와 같은 무게
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어있다면, 그 많은 것과 연결되어 더 어렵고 무거
운 불법촬영물(사이버성폭력)문제가 단 하나의 공론장 사업으로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일까. 여성(문제)은
늘 왜 ‘배치’될까. 우리는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을까? SNI차단이 문제라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고 유포하는 남성들의 강간문화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 안의 승리들과 정준영들을 해체하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과 분노로
글을 마무리하게 된다. 어쩌면 나와 같은 조에 앉아 바들바들 떨며 ‘이 얘기하는 것이 화가 난다’고 말
하고 입을 닫았던 조원의 마음은 나와 같았을 수도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