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35번째 소식지]
뉴스레터

2018/11/14 11:58

http://blog.naver.com/badmen0815/221398179594

2018
2018년
년 11
11월
월9
9일
일 (금) 발송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소식]

올 한해를 보고 드리는 대표 및 고문단 연석회의와 2018
웹컨텐츠 공모전 시상식, 여순사건 70주년 학술토론회와
10.26 맞이(!!) 박정희 역사 강연 등등 겨울이 오기 전에
치러야하는 여러가지 행사를 참 많이 진행했던 숨가쁜 10
월이었습니다. 활동 후기들을 사진과 아래의 링크들로 첨
부합니다.
가을비가 내리네요.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보고] 2018년 10월 30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
회 대표 및 고문단 연석회의와 웹컨텐츠 공모전 시상식 현
장 이모저모 (오른쪽 사진 클릭)
[강연] 인간 박정희와 그의 시대 (2018-10-26)
[자료집] '다시보는 여순사건과 운동의 성격' 여순 70주년 학술토론회 자료집 파일받기
[토론회] 여순항쟁 70주년 학술 토론회 현장스케치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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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한글날 기념 작은책방 전시회 '한글이 걸어온 길' (2018-10-03 ~ 10-23)
[강연] 한국인의 정체성, 한글 - 정재환 박사 (2018-10-08)

[추천 영화]

한번쯤 꼭 보아야할 영화가 개봉했네요. 91년 이른바 분
신정국을 다룬 다큐멘터리 '1991, 봄' 관련된 기사를 링
크합니다.
[씨
[씨네
네21] '1991, 봄'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바쳤던
1991
1991년
년의 봄 (181031) "다큐멘터리 '1991, 봄' 은 강기
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국가의 불의에 저항
하며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바쳤던 1991년의 봄을 현
재로 소환한다."

[2018 웹컨텐츠 공모전 수상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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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현황]

9월과 10월의 후훤 현황을 한꺼번에 알려드립니다.
10월 한달 CMS로 신규후원자로 등록하신 분은 99명입
니다. 계좌후원 27명이었습니다. 10월 후원자는 총
3252명입니다.
9월 신규후원 의사를 밝혀주신 분은 82명, 계좌후원(일
시후원)자는 18명이었습니다. 10월은 총 3246명 이었
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누가
누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동영상] 세 람편 : 한용운, 최남선, 최린- 도리를 찾아서

[미니다큐
미니다큐]] 한사람의 일생 : 이형근 -김앤장

[카드뉴스
카드뉴스]] 제주에는 아직 동백이 피지 않았다 - 바로보다

[장려상 작품]
[미니다큐] 뜨거운 훈장 (故김종필 훈장추서 관련) - 김상준·김인준
[동영상] 당신들이 반헌법행위자인 이유 -스승의 은혜
[동영상] 주한미군 범죄 - 장윤원
[동영상] 나는 ‘촛불’ 불입니다 - 민주촛불
[랩] 악당출현 - 광희 (윤동현·임채연)

[읽을거리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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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MBC에서 제작한 ‘여순사건70주기 특별기획’ 다

"아버지는 사형수였습니다. 나는 사형수의 딸입니다. "

큐멘터리를 공유합니다.. "그해 10월, 버림받은 국민

80년대 배우 권재희씨의 아버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들- 가려진 시간, 고여 있는 눈물“ (1부 본편) 많이 봐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을 다룬 다큐를 가져왔습니다.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지난 11월 6일 대구 KBS에서 방영되었습

유튜브 링크로 들어가시면 다음화까지 이어서 보실 수

니다.

있답니다~

[기타관련링크]
[오마이뉴스] "학살 희생자 중 남자보다 가정주부 많았던 이유는..."(181030)
[오마이뉴스] "아직도 많은 유족이 말 못 하고 있을 듯" (181029)
[연합뉴스] "강기훈 유서대필은 사법공동체가 만든 블랙코미디" (181029)
[KBS NEWS]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35년 만의 재심 (181026)
[한겨레] 여순사건 70돌 추념식…경찰 유족은 끝내 오지 않는다 (181018)
[한겨레] ‘7일간의 항명, 70년의 아픔’…여순사건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181014)
[아이뉴스24] '위장간첩 누명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 만에 재심서 '무죄' (181012)
[한겨레][이만열 칼럼] 현대사 원혼에 무릎 꿇고 해원의 길로 (181011)
[오마이뉴스] 간첩 조작해 훈장 받고 자녀는 '특별 채용' (181010)
[연합뉴스] 이영일 소장 "여순사건 70주년인 올해 특별법 제정돼야" (181007)
[경향신문] 1996년 검찰 “노태우, 전두환 지시 받아 5공 전사 편찬” (181005)
[경향신문] [단독 입수 5공 전사-1화]신군부는 ‘자백’한다…5월 학살, 시작과 끝은 ‘전 장군’이라고(181005)

4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5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