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는?

자본주의 너머 대안세계로
깊어지는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하고,

사회진보연대
전화 02-778-4001~2 ｜ 팩스 02-778-4006
주소 [0398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9길 14-1 거산빌딩 3층
메일 pssp4001@gmail.com ｜ 홈페이지 http://www.pssp.org
페이스북·유튜브 ‘사회진보연대’를 검색하세요
후원계좌 기업은행 057-034981-04-017 (예금주: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전화 032-431-7763
주소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33 2층

광주전남지부
전화 062-522-0518
주소 [624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64 3층 대안공간 공공연 C-01호

연대임금·연대고용을 매개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성적 차이에 기반을 둔 여성의 권리

사회운동 혁신을 위한
한걸음,

실현과 한반도·동아시아의 비핵평화를 지향합니다.

운동의 이념과 실천을 혁신하자
IMF위기 직후인 1998년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대안적

사회진보연대를
후원해주세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창립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동의 사상과 이념을
혁신하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실천적으로 연대하는 데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노동
운동
포럼

일상 활동
사회를 바꾸기 위해 일상적 교육과 토론, 연대활동을 진행합니다.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간 사회진보연대》 발간
우편물 수신 여부

3, 6, 9, 12월에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합니다. 사회운동의 입장과
과제, 정책 및 교육 자료를 싣습니다.

민주적·독립적 운영

□ 우편물 수신
□ 받지 않음

1년에 한번 열리는 노동운동포럼은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한 활동가들의

□ 방문 수령

소속/하는 일

뜨거운 토론공간입니다.

가입 동기

정세와 자본의 전략 변화를 분석하고 국내외

추천인

노동자운동의 사례를 검토합니다.

□ 이메일 수신

CMS 가입 신청

기업은행 057-034981-04-017 (사회진보연대)

예금주
은행명

웹진 《사회운동포커스》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회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조직 운영을

바로 지금, 사회운동이 초점을 맞춰야 할 정세적 쟁점에 관한

꾀합니다. 서울·인천·광주전남에 지역지부, 경기·강원·충북에 지역

입장을 제출합니다.

회원모임이 있습니다. 교육운동팀, 반전팀, 보건의료팀, 이주·국제팀,

계좌번호
약정 금액
사회진보연대 후원회원은?

이체 희망일

우편으로 《계간 사회진보연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팀을 통해 부문별 연구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www.pssp.org

정세와 운동의 방향에 관한 교육과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 및 후원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며,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일체

페이스북 www.facebook.com/socialmovementfocus

독서, 영화, 등산 등의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t.me/socialmovementfocus

사회진보연대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

□ 5일 □ 15일 □ 25일

년

월

일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