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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에 이런 일을 했어요
1. 원주 폐사지 답사했습니다.
2. “식민사학 적폐 청산, 남북 화해공존의 지름길”이란 제목으로 이덕일 소장이 인하대학교에
서 강연을 했습니다.

▢ 12월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 매달 둘째주 토요일은 한가람 답사가 있습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한가람 답사 주제는 ‘왕릉으로 보는 조선왕조역사’입니다. 구리 동구
릉, 이웃해 있는 사릉 그리고 황제 묘역인 홍·유릉을 찾아갑니다. 평소에 공개하지 않은 장소
도 포함됩니다. 영욕이 교차하는 조선왕조를 찾아 왕릉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일시: 12월 9일 (둘째 주 토요일)
출발시간 및 장소: 출발 양재역 2번 출구
참가비: 5만원(점심 및 차량)

오전 7시 30분

신청 및 문의: 02-711-1379

* 12월 15일(금요일)은 한가람人의 밤입니다.
한가람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동요가수
이성원 선생의 공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덕일 소장과 토크쇼도 마련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일시: 12월 15일(금요일)

오후 7시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소극장(지하 1층) 홍대입구역 2번 출구
문의: 02-711-1379
*

학술지 『역사와 융합』 제 1호를 발행합니다.

학술지 『역사와 융합』 발행으로 민족사학 견해로 쓴 글을 발표할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강단사학자들이 장악한 학술지는 민족사학
견해로 쓴 글을 실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은 누구나 투고할 수 있습니다. 투고한 원고는 엄격
한 심사를 거쳐 학술지에 싣겠습니다. 많이 투고해 주세요.
투고 문의: 02-711-1379

* 12월 이덕일 소장님 강연 일정입니다. 공개강좌만 공개합니다.
‘올해의 책’ 선정도서 『조선이 버린 천재들』저자강연
일시: 12월 5일(화) 오후 7:00 ~ 8:30
장소: 안산중앙도서관
옳은역사문화연구소 창립기념 강연
일시: 12월 12일(화) 오후 2:00 ~ 3:30
장소: 부산일보 대강단

▢ 2018년 1월에는 이런 일을 할 예정입니다
* 한가람국토지리연구실 답사입니다.
주제 : 양주 포천 일대 답사합니다.
일시: 2018년 1월 13일 (둘째 주 토요일)
* 학술세미나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목) 세미나를 2018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공지하겠
습니다.

▢ 후원회원을 모십니다.
당신의 소중한 기부가 올바른 역사를 만듭니다.
후원 회원님은 *연말 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과 *한가람 교양강좌 수강 시 할인 혜택을 받습
니다. 뜻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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