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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군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입 보도자료 

담 당 사무국장 김형남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입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군 내에 만연한 차별과 소수자 배제 구조 일소해야 - 

      

◼ 군인권센터는 7월 31일 자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157번째 소속 단체가 되었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그간 펼쳐 온 인권 침해 피해 지원, 차별 시정을 위한 각 종 제도 개선 사업, 

군대 내 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 등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결의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군대는 여전히 수많은 불합리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조직입니다. 군은 수십년 간 

책임과 임무, 역할의 차이를 인권과 인격의 차이로 오독하여 차별적 대우로 이어가고 있습

니다. 신분, 계급, 임관 경로, 학력에 따른 차별은 군의 뿌리 깊은 병폐입니다. 특히 젊음을 

헌신하고 있는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부실급식 논란을 기폭제로 끝없이 쏟

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여군, 성소수자 군인 등 군대 내 소수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 역시 만연

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군에게 가해자는 일상적 차별 대우와 인사 상의 불이익, 성폭력

을 용인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문화, 남성 군인 간의 합의 된 성관계를 무차별적으로 형

사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故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으로 대표되는 트랜스젠더 

에 대한 배제와 축출 등 군이 쌓아 온 공고한 차별 구조 하에서 소수자들의 삶은 벼랑 끝

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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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존하는 차별 외에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병사들이 입대하여 복무하는 등 군은 

이전까지 마주해보지 못한 다양성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성과 소수자성

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인력 관리 정책의 대전환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도태된 

조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자리매김해 온 군대 내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획기

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한 헌신 앞에 어떠한 차별도 허용 될 수 없습니

다. 군인권센터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입에 즈음하여 차별과 혐오에 맞서 온 이 땅의 

군인들을 기억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특히, 성차별로 어쩔 수 없이 군문을 떠나야 했던 여

군들, 차별과 폭력 속에 세상을 떠난 여군들, 故 변희수 하사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

회는 이들의 삶과 투쟁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2021. 8.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