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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동안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후원자 여러
분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
니다.
연말 정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죄송한 소식을 전하게 되
었습니다. 주무관청의 실수로 인해 올해는 평화박물관(반
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이 소득공제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
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해에는 다시 소득공제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에 도
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
면 사무처로 전화주세요.
전화 ) 02-735-5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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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카드
드뉴스]

[후
[후원
원현황]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재발굴(?)해낸 대한민국

11월 한달 CMS로 신규후원자로 등록하신 분은 73명입

의 원조 문고리~ 이승만의 비서였던 박찬일의 행적을 카

니다. 환영합니다! 정기 후원이 아닌 계좌후원(일시후

드뉴스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원)자는 25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이승만정권의 대표적 반헌법 사건인 진보당 사건 및

11
11월
월의 후원자는 총 3266
3266명
명입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을 모의 주도한 혐의로 반헌법행위집중검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시민 여

토 대상자에 선정되었다. #반헌법 #카드뉴스 #원조국정

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부지런히 역사 인물 적폐청

농단 #국정농단 #비선실세

산을 위해 뛰겠습니다.

[읽
[읽을
을 거리]

[프레시안] 노회찬, 노동자 전태일을 만나다 (181113)

[국가기록원] 한국 초대국회의 첫 회의 모습 프로파일

"2018년 11월 13일 오늘은 전태일이 떠난 지 48년째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유엔에서 수집한 생생

되는 날이다. 노회찬이 떠난 지 114일 되는 날이기도

한 사진기록물 속에 담긴 우리나라의 1950·60년대 생활상

하다. 나는 지금 노회찬이 남긴 삶의 흔적, 그 기록과

과 우리사회의 변화·발전 모습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기회

사료들을 뒤적이면서 '노회찬이 만난 전태일'을 기록

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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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기고글을 쓰신 조현연 선생님은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
원회의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진기록물(745건)을 공개했습니다.링크 공유 해드립
니다. 위 사진은 초대국회의 첫회의 모습이라는 군요.

[동영상][
][직
직썰] 양승태 사법농단 1년 치 기사 5분 안에

저희 사업과도 연관이 많을 것 같은 새로나온 책을 소개 합

다 읽기 (181108)

니다. 김두식 선생님의 '법률가들'입니다.

맨날 뉴스에서 양승태 양승태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세계일보] 막강한 권력 휘두른 한국 법조계의 뿌리‘불편한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 당신을 위한 영상.

진실’을 캐다 (181124)

[기
[기타
타 링크]

[투데이코리아][기획]‘사법농단’의 주역...최악의 사법 괴물 양승태 (181123)
[연합뉴스][인터뷰] 이만열 전 국편위원장 "독립운동 미발굴 해외자료 더 찾아야" (181122)
[오마이뉴스] 민간인학살 희생자 창원유족회 "위령탑 건립하라" (181121)
[프레시안] 강기훈 조작 사건, 검찰 적폐의 '끝판왕' 확인 (181121)
[경향신문] 과거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국회 앞에서 "과거사법 개정하라" 호소 (181119)
[경향신문] 강기훈 “유서대필 누명 벗어? 그들은 사과 안 했고 ‘강기훈 프레임’도 안 깨졌다” (181117)
[한겨레] 법원도 “민주화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181115)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 패소…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가능할까 (181112)
[오마이뉴스] 44년 '간첩' 꼬리표는 한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렸나 (181112)
[오마이뉴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입체형상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어..." (181111)
[한겨레]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를 찾습니다 (181110)
[이데일리][단독]"고문 안했다" 위증…80세 간첩조작 수사관, 실형 확정 (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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