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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국회의원 22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
-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 구현 위해 부당한 강제 전역 처분은 취소되어야  -

□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2021. 10. 7. 09:50 (대전지방법원 제2행

정부, 재판장 오영표)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22명이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22명 명단

[ 더불어민주당 ] 강병원, 강훈식, 권인숙, 김병주, 김상희, 남인순, 박주민, 이상민, 정춘숙, 진선미, 최혜영, 홍영표

[ 정의당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의견서 제출)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기본소득당 ] 용혜인

[ 무소속 ] 양이원영, 윤미향

□ 22명의 국회의원은 탄원서를 통하여 ‘원고 故 변희수 하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랑스

럽게 생각하던 참된 군인이었습니다.’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

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이 탄원을 제출합니다.’라고 탄원서 제출의 의의를 밝혔다. 

□ 또, 의원들은 ‘이 사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고에 대

한 사법부의 판단은 원고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 금

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며 재판부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전역처분취소를 결정해 줄 것을 탄원하였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여러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故 

변희수 하사에게 가해진 강제 전역 처분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뜻깊은 

목소리를 낸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 공대위는 재판부가 국회의원의 탄원서에 더하여 지난 7월 4,212명의 시민이 제출한 탄원서, 강제 전

역이 육군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차별적 시각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각 전문 

영역에서 논증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법률가·의료인 단체의 의견서를 참작하여 전역처분취소의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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