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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반헌법행위자열전을 최초 공개 제안한지 만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제헌절을 맞이해 국회의원회관에서 1차 보고와 기자회견을 진행
진행했습니다.
'헌정사 적폐 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된 1차 보고 및 기자 회견 발표 주제는 “반헌
법행위집중검토대상자 405명 중 1차 115명 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조사 완료된 집중검토대상자는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현재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전 대법원장)와 “이승만 정권 국정 농단의 주역” 박찬일(전 경무대 비서) 등 7개 분야의 115명입니
다.
자세한 현장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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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오마이뉴스] 양승태와 고영주,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가 주목한 이름들 (180712)
[뉴시스] '사법농단' 양승태, 헌법파괴자 선정…반헌법열전 1차 발표 (180712)
[공감신문] 천정배·이종걸·신경민·김종대, ‘헌정사 적폐청산’ 보고회 열어 (180712)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올랐다 (180712)
[남도일보] 반헌법 열전, 반헌법행위자 열전 115명 발표 (180712)
[MBN] 오늘 반헌법열전 1차 발표…양승태, 반헌법행위자 선정 (180712)
[쿠키뉴스] 양승태·박처원·고영주 등 115명, ‘반헌법 열전’에 이름 올려 (180712)
[국제신문] 반헌법열전이란? 시민이 기록한 헌법 가치 파괴 인물들 (180712)
[오마이뉴스] "반헌법 행위자들에게 훈장을? 정부, 더 확실하게 취소해야" (180712)
[한국경제]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양승태도… "사법농단 터지기 전부터 선정" (180712)
[경향신문][시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적기 (180716)
[KBS NEWS] ‘반헌법 행위자’1차 발표…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함 (180712)
[오마이뉴스] 결국 '반헌법행위자'로 기록된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까지 추가 (180712)

[경향신문] 한홍구 “독재헌법에도 빨갱이 마구 죽

[고발뉴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파적으로 비치지

일 조항 없었다” (180722)

않으려고 노력할 것”(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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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작업이 해원 즉 원한을 푸는 작업이라

“저희도 조사하면서 대상자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

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해원

도 갖지 않고,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서 조사를 하는

이 되겠는가. 그들을 현실적으로 처벌하고 감옥에

데에 가장 주의를 기울입니다. 400명 중 한 명이라

보내지 못하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한다. 역

도 편견이나 진영논리에 갇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의 공소장에 ‘…’로 남길 수 없는 것 아닌가. 우리

확인되지 않은 조사결과를 낸다면 나머지 399명

는 그 ‘…’에 이름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기타관련링크]

[SBS뉴스] [과거사①-④] '간첩 누명' 28년 만에
벗었더니…배상금 뱉으라는 法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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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반헌법 행위자’1차 발표…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함 (180712) ,
클로징멘트

[머니투데이] 국방부 "기무사령부, 세월호 사건 조직적 관여"(180702)
[CBS노컷뉴스] 사망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그 동안 어떻게 살았었나 (180709)
[경향신문] “촛불집회,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 투입…전두환 쿠데타 흡사” (180706)
[한겨레] 정치중립 헌신은 헌신짝…독재의 수족 ‘기무사 흑역사’ (180715)
[오마이뉴스] 26년생 김희숙, 26년생 김종필 (180707)
[뉴스1] "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시급" (180717)
(정찬대조사위원)[프레시안] "다 나만 미쳤다고 해"...외로운 노인, 태극기를 들다 (180704)
[통일뉴스] '긴급조치 사람들', 반세기 민주화 여정 정리한다 (180721)
[KBS] 무죄 판결 받고도..두 번 우는 '간첩 조작' 피해자들 (180721)
[한겨레21] 그들에게 학살은 유희였다 (180723)
[연합뉴스] 김부겸 "제2기 진실화해위 출범 필요…여순사건 등 정리해야" (180725)
[천지일보] 헌법파괴 앞장선 ‘최악의 대법원장’은… NCCK “양승태로 기록될 것” (180726)
[오마이뉴스] 간첩 조작해 받은 두 개의 훈장, 취소는 한 개만 (180727)

2018년 7월 31일 수신동의를 받고 보내는 메일입니다.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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