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20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성소수자 혐오·차별에 맞서 함께 싸우자!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성소수자

"차별에

이처럼 문재인은 대선 기간 동안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를 위한

사람들의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며 많은 문제에서 우파와

리트머스 시험지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타협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당선했지만,

밝혔고, 공공연히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까지 했다.

(소수파일지라도)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적
정부로서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때문에 촛불의 염원을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 머지않아 기업주들의 이익을

동성애자 군인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언제든

지키고자

노동계급과

처벌받을 수 있다. 지금 육군의 A대위는 (합의한

가능성이 높다.

차별받는

사람들을

공격할

관계였는데도)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 있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 신고서는

그렇기에 성소수자 운동은 새 정부 하에서도 성소수자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됐다.

혐오를 부추기는 기독교 우익과 싸우는 한편, 문재인

트랜스젠더들은 법적으로 성별을 전환하려면 까다로운

정부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10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해서 성별 정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 6항 폐기,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터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동성혼 합법화, 조건 없는 성별 정정 법 마련 등을

불일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구제할 법적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지금 당장 A대위를 석방하고,

장치가 없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괴롭힘과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를 중단하며 반인권적 색출

놀림을 당하며 고통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성교육은커녕

수사를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열리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요구 실현을 위해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에 보여 준 모습을 보면, 문재인

함께하자.

정부가 성소수자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리라 기대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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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문재인은 선거 기간 내내 동성애 혐오적인

노동자연대

기독교 우익들의 눈치를 봤다. 기독교 우익 행사에

문의 :

참가해서 "염려 말라"며 안심시키고, 2012년 대선에서
공약했던 차별금지법도 제정하지 않겠다고 돌아섰다.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낸 홍준표의 물음에 "동성애에
반대한다" 하고 동조해 성소수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촛불 운동의 일부였던 성소수자들이 “촛불
대선에 동성애 혐오가 웬말이냐” 하고 분개했던 이유다.

함께가요!
2017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새로운 대통령에게 말한다”
성소수자 혐오반대 시민 필리버스킹
일시 : 5월 17일(수) 오후 5시~10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주최 :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