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지원 0%
평통사는 정부나 기업의 후원은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평통사는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은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습니다.

평화는 통일을 여는 길이요,
통일은 평화를 여는 길이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전문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평통사와 함께 행동해 주세요!

올곧게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길을 가는 사람들

평통사 회원이 되시면 월간지 「평화누리통일누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평화가 위협받는 곳에서, 통일이 절실한 곳에서

회원모임, 강연회, 평화행동, 홀씨모임, 자원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홀씨가 되는 사람들
바로,

평통사 홈페이지 peaceone.org
공식SNS 트위터 @spark946 / 페이스북 peaceonekorea
주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길 27 2층(충정로3가)

대표전화 02-711-7292
회원가입 02-712-8443 spark946@hanmail.net
후

원 기업은행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통일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걸어온 길

자주
1994

1998

2000

2001

2002

한국 평화운동의 맥을 이어
창립하다.

불평등한 한미소파의 부분 개정을 이
끌어 내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해
미대사관 앞 집회 시작. (현재 233차)

한국 평화운동 사상 처음으로 불필요한
무기도입 반대 활동을 제기하고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 시작. (현재 193차)
미군 매향리 폭격장 폐쇄 활동을 벌여
2005년 폭격장 폐쇄를 이끌어내다.

미국의 압력에 맞서 F-15K 전투기
도입의 굴욕성과 부당성을 구체적
으로 밝혀, 국민적 투쟁으로 발전
시키다.

미군 궤도 차량에 압사당한 두
여중생 신효순·심미선의 억울
한 죽음을 전세계에 알리고 진
실을 파헤치다. 2019년 효순미
선 평화공원 건립에 앞장서다.

2003

2005

2006

2007

2008

전문화, 대중화, 전국화를
내걸고 평통사 재창립하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미국의 전세계 패권
을 위한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를 위한 것임을 알려내고, 주민과
함께 헌신적인 현장실천을 벌이다.

평양 공격을 상정한 만리포 상륙
훈련 반대 활동으로 한미연합 군
사연습의 불법성과 공격성을 세
계에 알리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1만인
선언운동을 통해 군사주권
되찾기 여론을 조성하다.

시민단체 최초로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만들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북한 핵폐기를 연동한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이다.

Independence

평화
Peace

한미 간의 각종 불평등한 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 비핵화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와 한미동맹 폐기를 이루어 평등
한 한미관계를 만듭니다.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를
국제법적으로 보장하는 평화협정
실현운동과 북미 싱가포르 성명 이행
을 촉구합니다. 군사동맹이
아닌 평화협력체로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실현합니다.

평통사의
가치와 지향

비핵
Nuclear Free World

2009

2012

2013

2014

2015~2019

10년간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실천으로 미군주둔비(방위비
분담금)의 불법성을 밝혀내어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미군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전문적 자료와 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강정 주민과 함께 싸우
고 전국적 사안으로 만들다.

평화협정 실현운동 2단계-평화홀씨
운동-를 시작. 평화아카데미, 평화발
자국, 평화촛불, 달려라 평화행동 등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다.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
대하며 아베에게 항의엽서
5,000장 보내기, 일본대사관
앞 항의행동을 진행하다.

사드 한국 배치와 일본군 한반도 재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전국 홍보활동과 사드가 배치
된 소성리에서 현장실천을 헌신적으로 벌이
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을
위해 새 평화세력을 모아 시민들과 함께 평
화촛불을 들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주한미군,
핵우산)과 함께 북한 핵 폐기를
외치고,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지
향합니다.

통일
Reunification

강대국의 간섭과 남북의 적대를
강요하는 분단을 마감하고 자주
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6.15, 10.4선언,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실현을 촉구합니다.

군축
Disarmament

무기 대신 복지를!
과도한 국방비 삭감 및 불필요한
무기도입 반대, 대규모 병력 감축운동,
공격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활동을 합니다.

peace

org

e.
on

평통사가 하는 일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을 온전히 끝내기까지는 여
러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평통사는 2008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 실현이 한
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평화협정
을 디딤돌 삼아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을 추구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안보체제와 비핵지대화를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 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매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평화홀씨 마당을 개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합
니다.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판
문점선언, 평양선언, 싱가포르 공
동성명 이행을 촉구합니다.

합의통일 실현 운동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남북의 합의통일만이 바람직하
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일방
안임을 널리 알립니다.

평화군축 운동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 활동

매년 국방예산 삭감 요구서 발표
등을 통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
대북 선제공격 무기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특혜 중의 특혜인 고급
장교 인건비와 군인연금,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등 군 기득권
타파에 힘씁니다.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운동

1945년 일제에 의해 히로시마와 나가
사키에 강제동원 되었다가 미국이 투
하한 원자폭탄에 의해 피폭당한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를 국내 및 국제사회
에 알리고, 일본과 미국의 가해 책임
규명과 사죄·배상을 촉구합니다.

모든 핵무기를 불법화한 핵무기금
지조약에 한국 정부의 가입과 비
준을 촉구하는 대중적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인
류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활동에 함께 합니다.
*핵무기금지조약(2017. 7. 유엔총회 가결)
70개국 서명, 23개국 비준(50개국 비준시
발효)

불법 사드 철거 운동
한국 사드 배치는 미국의 동북
아 미사일방어(MD)에 편입되는
것으로써 남한 방어가 아니라 중
국을 겨냥한 것임을 알리고, 우
리의 평화·안보를 위협하며 경
제에 큰 타격을 주는 불법 사드
를 철거하기 위한 실천을 합니다.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저지 운동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노리는 것
이 한반도 재침략이라는 것을
일본 의회 회의록과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밝혀내고,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폐기와 한미일 삼
각동맹 구축 저지를 국민의 힘
으로 전개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평화발자국

평화통일의 싱크 탱크

‘평화·통일 연구소’

전쟁과 분단, 평화통일의 역사적 현장을 찾아 전문해설가와
함께 걷고, 느끼고, 배우는 평화올레길. 전국 100개의 길을

2004년 9월 11일 창립한 평화·통일연구소는 평화군축, 자주통일 분야의

이어 평화지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진영의 대

회원가입 바로가기

표적인 연구소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소파(SOFA), 제주해군기지,
평화의 촛불

작전통제권, 미사일방어(MD), 국방예산, 국방개혁, 미군주둔비, 일본의 군

캠페인, 1인시위, 촛불문화제, 스티커 설문 등

사대국화 등 외교안보, 국방 분야의 핫 이슈들에 대해 자주적 관점에서 깊

시민참여 평화행동입니다.

이 있는 분석을 하고 진보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
반도 평화협정’은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화아카데미

전국 20여개 지역의 노동자·농민·
교사·종교인·청소년·학생·주부 등 3,000여명이 평화

왜곡된 안보논리를 넘어 진정한 평화 통일의 길을 찾아가는

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입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동포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청년, 노동자, 시민들의 배움터

평화홀씨
다양한 분야에서 홀씨모임을 만들어 평화를 나눕니다.
합창홀씨, 작가홀씨(화가, 시인 등), 공방홀씨(평화물품 제작),
청년홀씨(2030 청년 평화행동), 판소리홀씨 등

“평통사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상세하고 실현 가능한 이
협정안은 경탄스런 의미를 갖는다”
- 샐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군사·외교 분야의 국가정책 결정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반
영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 故 리영희 평화통일연구소 명예이사장

전국 20여개 도시에 지역 평통사(모임)가 있습니다.
서울 02-713-1992 부천 032-671-7179 인천 032-428-2230 보령 010-2292-7883 익산 063-832-0018
군산 010-4470-6065 전주 010-2237-7822 광주 010-5610-5230 순천 010-4623-6906 광양 010-9315-1796
나주 010-3602-1849 대구 053-428-0727 부산 051-635-0964 안동 - 해남 010-5612-8125 목포 010-8914-4245
성남용인 010-2462-1377 김제 010-9957-7478 대전충청 010-3297-0568 무안 010-3645-2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