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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이
행복한 통일
제16기 자문위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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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기 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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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평화 통일자 문회의 w w w.n u a c.g o.k r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입니다.
헌법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1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내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 그리고 세계
115개 국가에 자문위원을 두고 있는 전국적·전세계적 조직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 ①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1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관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굴절없이 국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민주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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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

국민과 함께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통일기구입니다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의 유일한 통일자문기구입니다.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초당적·범국민적 통일기구로서 통일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통일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통일운동 중심체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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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 위 원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과
합의 이끌어가는 자문위원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과 
국민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1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은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
및 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대표, 그리고 재외동포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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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히,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과 국내외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한 초당적·범국민적 조직으로서 지역과 계층, 진보와 보수, 정파와 세대를
망라한 조직입니다.

1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명예직으로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민주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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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생활현장의 국민의견 반영하여
내실있는 자문건의활동 추진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수석부의장을 포함하여 25인의 부의장을 
임명합니다. 부의장은 국내 17개 시·도 지역회의와 이북5도, 5개 권역의 해외지
역회의, 그리고 여성과 청년층을 대표하게 됩니다.

8

함께 어우러지는 희망의 새시대

본문작업.indd 8

13. 7. 5. 오후 5:30

민주 평화 통일자 문회의 w w w.n u a c.g o.k r

1국내 17개 시·도 및 해외 5개 지역회의 아래에 국내 229개 시·군·구와 해외 43
개 권역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1민주평통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출범회의를 2년에 한 번 개최합니다.
1민주평통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임명하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는
5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1상임위원회에는 직능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10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정책 개발과 자문건의를 위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논의되는 통일의견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운영위원회
(50인)

사 무 처

상임위원회

지역회의

(500인)

(17개 시·도, 이북5도, 해외5)

분과위원회

지역협의회

(10개 분과)

(272개)

•기획법제
•경제과학환경
•문화예술체육
•사회복지
•여성

•정치안보국제
•통일교육
•인도지원인권
•종교민족화합
•청년

•국내 : 229개 시·군·구
•해외 : 43개 지역

행복을 나누는 민주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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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활동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역 주민들의 통일여론을 수렴하고 통일에 관한 범민
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자문위원은 국내 시·군·구 지역협의회와 해외 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자문위원
에게 부여된 역할과 더불어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동을
쉼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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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문위원들의 활동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과 공감대 형성 활동,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정세 등에 관한 이해 제고 활동, 
국민 저변의 통일여론을 수렴하는 활동,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활동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문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특히, 소통과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국민대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민주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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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구성

19,93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16기 통일자문회의
1제16기 자문위원은 총 19,937명입니다. 국내 자문위원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기초의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 3천 85명과 주요 직능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직능대표 1만 3천 5백 77명을 합해 총 1만 6천 6백 62명이고, 해외 자문위원은
115개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대표 3천 2백 75명 입니다.

1전체 자문위원 중 여성 자문위원이 5천 54명으로 직능대표 자문위원의 30.0%
에 이르고, 40대 이하 젊은 층 자문위원 5천 8백 93명(35.0%)이 참여함으로써
통일활동 추진에 섬세함과 역동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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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자문위원 : 총 19,937명
국내 자문위원

16,662명

해외 자문위원

3,275명

지역대표

직능대표

여성
자문위원

청년
자문위원

3,085명

13,577명

5,054명

5,893명

행복을 나누는 민주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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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한민족 모두와 함께 희망을 키우고
행복을 나누는 통일자문회의
1제16기 통일자문회의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 온 민족이 함께 행복한 꿈을 이룰 수
있는 통일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자문위원은 온 민족의 통일역량과 에너지를 키우고 모아서 하나된 민족의 통일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여 더 큰 통합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1제16기 통일자문회의는 남과 북의 민족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행복을 퍼뜨리는 통일한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1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통일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생활 현장의 통일의견을 바탕
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북한 주민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족들이 사람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행복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1재외동포사회의 통일에 대한 공감을 확산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통일한반도가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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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뮤 니 티

인터넷과 SNS로 나누는 통일 이야기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참여하는 통일활동을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펼치고 있습니다. 통일에 관한 소통의 
공간을 인터넷으로 확대하여 통일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유튜브(U-tube)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해 실시간 통일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쌍방향 대화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고 공감을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페이스북을 통해 각각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활동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트위터를 통해서는 통일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짤막한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유튜브를 통해서는 클릭 한번으로 통일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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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라인 상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하기 위해 웹진 <e-행복한
통일>을 창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지 <통일시대>를 mobile로 제작하여 
지원함으로써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통일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통일 공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이제는 SNS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SNS가 통일도우미가 되어 줄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페이스북을 방문하여 “좋아요”를 눌러 보세요.

페이스북 ● www.facebook.com/TheNUAC
트위터 ● twitter.com/TheNUAC
유튜브 ● www.youtube.com/TheNUAC
웹진 ● webzine.nua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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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처

성과를 만들어 내는 통일서포터스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중앙행정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정무직 차관급인 사무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으로 조직
되어 있습니다.

1사무처는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활동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사무처에는 통일정책자문국과 기획조정관, 정책연구위원, 대변인을 두고 있으며, 
통일정책자문국에는 자문건의과, 중앙지역과, 중부지역과, 남부지역과 그리고 해외
지역과를 두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밑에는 운영지원담당관과 기획재정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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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어우러지는 희망의 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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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평화 통일자 문회의 w w w.n u a c.g o.k 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1년 창설되었습니다
● 1980. 10.

2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헌법 제68조)

● 1981. 03.

14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 1981. 04.

0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 창설

● 1981. 06.

05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1988. 02.

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 명칭 변경(헌법 제92조)

● 201 1. 07.

0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5기 출범회의 개최

● 2013. 02.

25

박근혜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취임

● 2013. 05.

03

현경대 수석부의장 취임

● 2013. 06.

04

박찬봉 사무처장 취임

● 2013. 07.

01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행복을 나누는 민주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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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여는 통일한반도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평통

www.nuac.go.kr
100-856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대표전화 02.225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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