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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컨텐츠 공모전 연장]
총상금 천만원! 평화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웹컨텐츠 공모전을 9월 21일까지 연장
연장합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교훈을 찾고
현재를 바로 볼 수 있는 내용의 카드뉴스, 동영상, 웹툰 등 웹게시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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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작품이든 응모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시다면, 어서 빨리 참여하세요 ^ㅡ^//
*자세한 응모방법 등은 사진을 클릭하세요!

[8
[8월의
월의 소식
소식]]

저희 이사했어요~!! 사무실 온수동으로 이전!
유례없는 폭염이 쏟아지는 8월이었습니다. 여름동안 후원
자님들은 건강하셨나요?
저희는 전세계약 만기로 8월 16일 급하게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복 더위 이사로 고생깨나 했지요.. 오랜
기간 머물던 견지동을 떠나 구로구 온수동으로 왔습니다.
옮겨온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보려합니다. 많이 응원
해주세요!
*새로운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9길 127, 116동

평화박물관 홈페이지도 다시 재정비하였습니다.
(http://peacemuseum.or.kr/) 그동안 접속이 원활하지
않던 부분을 고치고, 유실된 링크와 자료들을 최대한 복구
하였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던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
회의 웹게시 공간은 경우 기존 블로그 형태
(http://findbadmen.com)로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자료 열람과 이용도중 생기는
문의와 의견은 이곳(링크)
이곳(링크)을 이용해주세요.

604호

[관련 인터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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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추천책]

[오마이뉴스] "'추악한 훈장' 가려낼 시스템이 없다"

[한겨레] 학살된 ‘비정상적 죽음’을 기억할 이유

지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에 참석해 서훈 취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는 국가폭력 연구자
소와 구상권 청구를 통한 국가배상금 환수 방안에 대해 발

인 노용석 부경대 교수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실

제해주신 ‘지금 여기에’ 사무국장 변상철 선생님의 인터뷰

태와 반세기 만에 이뤄진 유해발굴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기사입니다. 그는 훈장을 반납해야 할 고문 수사관이 여전

되짚고 그 상징적 의미를 고찰한 책이다.지은이는 2006년

히 훈장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탁상행정에

부터 진실화해위원회와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대해 비판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을 이끌었다.

[7월의 후원현황] 자세한 명단 사진 클릭!
성공적이었던 1차 보고회의 여파인지 뉴스공장과 다스뵈이
다에서의 홍보 덕분인지 후원문의가 폭주했던 지난 달이었
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무실 이사와 후원 폭풍이 겹치는
바람에 다소 경황이 없긴 했습니다만,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후원금 두손으로 정성스럽게 받았답니다.
7월 한달 CMS로 신규후원자로 등록하신 분은 636명
636명입니
다. 정기 후원이 아닌 계좌후원(일시후원)자는 709명
709명이었
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7월 후원자는 총 2946명입니다.

[읽을거리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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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어느날 갑자기 사람들
이 나를 간첩이라고 불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제작한 삼척고정간첩단조작사
건의 피해당사자인 김태룡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동영상
동영상][
][뉴스타파
뉴스타파]] 사법부 역사법정에 세우다
뉴스타파는 <民國 100년 특별기획,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하
는가> 시리즈를 보도 중입니다. 특별히 8월은 사법부를 다
룬 것 같아 링크를 가져옵니다.

[기타관련링크]
[프레시안] "군사문화가 병영 담장을 넘어 탈영했다" (180807)
[경향신문] ‘간첩가족’ 찍혀 퇴사했지만 ‘간첩조작’ 결론...대법 “가족 재산손해 배상” (180812)
[오마이뉴스] 한 가족을 파멸시킨 수사관, 훈장 받고 별 일 없이 산다 (180812)
[한겨레] 대한민국헌법이 ‘계엄헌법’인 까닭 (180813)
[뉴스타파] 친일부역·독재비호 사법부 수장들, ‘또 하나의 가족’ (180824)
[미디어오늘] 법 기술자들 (180826)
[한겨레] 양승태 대법이 후퇴시킨 ‘과거사 배상’, 헌재가 바로잡았다 (180830)
[한국일보] 39년 만에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출범 “현대사 속에 체계적으로 재조명하겠다” (180830)
[미디어오늘] ‘자백’ 김승효씨 44년 만에 무죄…고문은 판단 않아 (180901)
[서울신문] ‘닻 올린’ 안보지원사… 군인 동향관찰 폐지 (180902)
[중앙일보] 촛불집회 직전 '남북 전역 계엄령' 준비한 朴정부, 왜 (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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