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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는 시원한 소식,
그리고 이 땅의 적폐 세력들에게는 서늘한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반
"반((反)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
보고회"입니다. 다가오는 제헌절(7월 17일)이면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을 최초 공개 제안한지 만 3년이 됩니다.
그동안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조사팀에서 열심히 조사·연구해 온 결과를
중간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참석하셔서
향후 열전 편찬 방향에 고견을 나누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사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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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날짜 : 2018년 7월 12일 (목) 오전 10시
- 문의 전화 : 02-735-5812
*자세한 행사내용은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 (사진을 클릭하세요)

[웹컨텐츠 공모전 홍보
홍보]]

[5월의 후원현황
후원현황]]

'역사바로세우기
역사바로세우기'' 웹콘텐츠 공모전 열린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까운 현대사 속 경험을 되새기며 교훈을 찾는 것은 상식

5월에 후원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은 총 2669
2669명
명입니다.

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

(자세한 후원현황 이미지 클릭)

한 작업이다. 지난 촛불항쟁의 주역이었던 시민들의 재기발
랄하고 창의력 넘치는 창작물을 기대한다.

[카드뉴스]

[이 달의 추천책]

강화 · 서산 · 태안의 민간인학살 이야기를 다룬 어느 목회

‘가장 슬픈 음식기행’.. 국가폭력 피해자 <인권을 먹다>[고

자의 수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최태육)"를 재구성하

발뉴스 인터뷰] ‘지금 여기에’ 변상철 사무국장 “국가폭력에

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조했던 어린시절.. 충격이 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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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거리
거리]]

적폐판사 양승태 1,2
1,2부
부 (한겨레
한겨레tv)
tv)

‘민중의 변호인
변호인’’ 조영래와 여성인권
여성인권((한국일보
한국일보))

오재선 씨는 32년 전 간첩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빨갱

여성조차 ‘여성인권’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시대,

이’ 낙인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오씨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

시대의 속박에 갇혀 무거운 삶을 짊어져야 했던 여성들의

다. 자신을 간첩으로 판결한 그 판사의 얼굴,그 이름, 양승

곁을 떠나지 않았던 한 변호사가 있었다.

태.

[기타관련링크]
[MBN] 6·25 민간인 학살…68년째 방치된 유골 (180626)
[한겨레칼럼] 김종필, 그의 시비곡직을 가리자 / 김삼웅 (180625)
[YTN] '문인 간첩단 조작' 피해자 5명, 44년 만에 모두 무죄 (180624)
[한겨레21] 양승태는 어떻게 사법부를 지배했나 (180619)
[뉴시스] 법무부, '강기훈 유서대필' 상고 포기…9억 배상 확정 (180618)
[한겨레] “37년전엔 간첩조작 피해자, 이젠 재판거래 피해자 됐다” (180615)
[경향신문] 전남지역 후보들＂여순사건 진상규명, 이젠 국가가 나서라” (180610)
[뉴시스] 청와대·세월호·승진포기판사..양승태 사법부 추가 문건 파장 (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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