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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故 변희수 하사 애도 서한 전달 

담당 기획정책팀 간사 조규석 

 

[보도자료] 

 

“변희수의 용기는 한국과 그 너머의 다른 이들에게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 유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故 변희수 하사 애도 서한 전달 - 

 

❏ 2021년 3월 15일, 유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

한 독립전문가’ 빅터 마드리갈-보를로스(Victor Madrigal-Borloz)(이하, ‘독립전문가’)는 

故 변희수 하사의 유족과 친우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였다. 

 

❏ 독립전문가는 서한에서 “변희수 님이 떠나간 것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며 “저와 제 팀원들은 소식을 듣고 모두 놀랐고, 깊이 슬퍼하였습니다.”며 비통한 마음을 전

했다.  

 

❏ 이에 더하여 “변희수 님은 용감한 여성이었고, 평등과 비차별을 위한 싸움에 대한 투지는 

전혀 흔들림 없었습니다.” 라며 “세상 앞으로 나섰던 그 용맹함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감을 

줄 것이고, 바라건대 대한민국과 그 너머의 사람들에게도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라고 변

희수 하사의 족적을 회고했다. 

 

❏ 끝으로 “힘든 시기에 저희의 깊은 위로의 뜻과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는 연대의 뜻을 남겼다. 

 

❏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유엔 인

권이사회 결의안 32/2, 41/18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다른 40여개의 주제별 전문가 및 실무

위원회 중 한 명으로 인권이사회가 3년 임기로 선출한다. 독립전문가는 전세계에서 발생하

는 성소수자 차별과 폭력에 대한 사건을 접수, 공식 서한을 통해 조사하고 권고를 전달하며,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공식 국가 방문을 통해 인권실



태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 독립전문가는 지난 2020년 7월 29일, 유엔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

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와 함께 공동명의로 대한민국 정부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의 부

당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당시 독립전문가 등은 서한을 통해 ‘변 하사의 강제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조치’라는 점, ‘변 하사의 복직 과정이 지연될 

경우 변 하사가 장기 복무 신청의 기회를 놓쳐 생계를 위험에 놓이게 한다는 점’ 등을 이유

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제인권법 위반 상황의 중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책

임있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권고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으로부터 7개월이 지난 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정부와 군의 전향적 태도가 아닌 변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 위로와 연대의 뜻을 밝혀준 독립전문가에게 유족의 뜻을 받아 깊은 감사를 전하며,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유족의 의지를 전한다.  

 

[별첨1] 애도 서한 영문본 (원본) 

[별첨2] 애도 서한 국문본 (군인권센터 번역) 

 

 

2021. 03.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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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te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15 March 2021 

 

 

Dear Ms Byun Hui-Su’s beloved family and friends,  

 

I would like to express my condolences for the loss of Ms Byun Hui-Su. My team 

and I were shocked and deeply saddened to hear about her passing. She was a courageous 

woman who never faltered in her determination to fight for equality and non-

discrimination. Her bravery in coming forward will always inspire, and hopefully 

empower oth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eyond. 

 

We want you to know that our thoughts and best feelings are with you at this 

difficult time. 

 

May you find comfort in the memory of her exemplary life. 

 

 

Sincerely yours, 

 
        

           
Victor Madrigal-Borloz 

Independent Expert on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본 조문글은 군인권센터에서 변희수 님 가족분들께 전달하기 위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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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2021년 3월 15일 

 

친애하는 변희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우분들께, 

 변희수 님이 떠나간 것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제 팀원들

은 변희수 님의 소식을 듣고 모두 놀랐고 깊이 슬퍼하였습니다. 변희수 님은 용감한 여

성이었고, 평등과 비차별을 위한 싸움에 대한 변희수 님의 투지는 전혀 흔들림 없었습니

다. 세상 앞으로 나섰던 그 용맹함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감을 줄 것이고, 바라건대 대한

민국과 그 너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저희의 깊은 위로의 뜻과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

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변희수 님의 모범적인 삶에 대한 기억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빅터 마드리갈-보를로스(Victor Madrigal-Borloz) 배상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