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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 세사모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
들의 모임(필라 세사모)은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참사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
는 필라 지역 동포들의 모임입니다. 
후원과 참여, 소식지 광고 문의는 아
래 연락처로 주십시오.   

- 이메일: philasewol@gmail.com             
- 전화 : 267-475-7132,  814-777-4379        
- Paypal: philasewol@gmail.com     
www.facebook.com/philasesamo 

12~1월의 주요 활동 

12월 3일(토) 오후 5시, 17일(토) 오후 4시                 
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라
델피아 3차 촛불집회 (챌튼햄 H마트 앞) 

12월 3일(토) 오후 7시                  
다큐멘터리 <자백> 상영회 개최                        
(챌튼햄 알버트시니어데이센터) 

2017년 1월 8일(일) 오후 5시                          
세월호 참사 1000일 기억 필라지역 
범종교 간담회 _ ‘다시 시작입니다’                         
(챌튼햄 알버트시니어데이센터)  

소식지와 기억물품을 계속 나눕니다.  

12월 17일(토)  챌튼햄 H마트            
12월 18일(일)  노스웨일즈 아씨마트  
12월 23일(금)  어퍼다비 H마트       

세월호 소식나눔 
People in Solidarity with Families of Sewol Ferry

12월 10일, “촛불을 든” 304개의 구명조끼가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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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뒷일을 부탁합니다”                                                        
-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2016년 12월 9일자)                                                   

세월호 7시간 집중 추궁하겠다던 
청문회, 결국 보여주기식... 

14일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차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다. 
참사 직후 일분일초가 아쉬운 구조 골든타
임에 대통령이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는
지, 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는니 
등, 사고의 진실을 원하는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도 컸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은 출석을 거부했으며, 
국정조사위원들의 질문은 대통령의 7시
간보다는 성형의혹, 해외출장 시 특혜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었다. 증인으로 나온 
전직 청와대 간호장교나 대통령 자문의들
도 질문에 ‘모르쇠’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제대로 된 증언이 없는 이번 
청문회를 지켜본 유족과 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강력해진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 
추진: 조사권한·독립성 강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은 물론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여
론이 높아지면서 2기 특별조사위원회(특
조위) 출범 가능성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
조위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독
립성과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한 진상규명 
국가기구로 2기 특조위 설립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1기 특조위는 출범부터 해체까지 정부여
당의 극심한 방해와 간섭을 받았다. 박 대
통령은 진상규명국장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아 특조위 내내 공석이었고,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하려고 할 경우 여당 추천
위원은 사퇴하라는 대응지침 문건도 발
견됐다. 또한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무리한 법해석으로 조기 강제해체
시켰다. 특조위의 조사권한도 제한적이
라 조사를 거부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
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
기 위해 독립성과 조사권한이 강화된 2
기 특조위를 만들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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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자백> 최승호 감독, 필라델피아 관객과 만나다       
- 12월 3일 상영회 후 관객들과 온라인 대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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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물칸, 130여개 구멍 뚫은 
이유?  “무엇을 꺼내기에 충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2월 10일 방송
은 세월호의 화물칸에 얽힌 미스테리를 파
헤쳤다. 세월호 화물칸은 인양업체 상하이 
샐비지의 중국인 잠수부들만 접근할 수 있
으며, 국내 잠수부들에게는 접근금지 명령
이 내려졌던 곳이다. 

또, 당초 선체 훼손을 피하기 위해 중국 업체
측이 필요한 구멍 2개만 뚫겠다던 말과 달리 
130여개의 구멍을 뚫어 선체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큰 구멍은 1m가 넘
는 것으로 알려져 “무엇을 꺼내기에 충분한 
구멍 크기”라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구멍
은 화물칸 쪽에 몰려있었고, 중국인 잠수부들
이 유독 밤에만 물 밖으로 뭔가를 꺼내온다는 
증언이 나와 세월호 화물칸에 대한 의혹이 증
폭됐다.   

잠수사가 바라본 세월호 참사_
김탁환 소설 <거짓말이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수색 및 수습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고 김관홍씨의 증언
을 토대로 한 소설. 칠흙같은 물 속에서 한 
명 한 명 죽은 아이들을 찾아 품에 안고 올
라온 잠수사의 눈을 통해 실제 선체 수색과
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부와 시민들의 
시선은 어떠했는지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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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라지역 4차 촛불시위 

탄핵소추는 시작일 뿐, 박근혜의 즉각퇴
진, 공범-부역자 처벌과 청산, 새누리당 
해체를 위해 촛불은 더 밝게 타올라야 합
니다. 필라델피아 촛불이 되어 주세요!     

일시 : 2016년 12월 17일(토) 오후 4시         
장소 : 챌튼햄 H마트 앞 

다큐멘터리 <자백> 최승호 감독, 필라델피아 관객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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ğN. %t8 HÜŪŹI ���� æL ß¨eĘ ƣĎ(ē} Ċ
Ā]* j¤ø ��ķĘ Gŝ� º ƅćY õN. %u ĬøÏ HÜ
ŪŹ� ĵĔ ĬY ğN. ě¾ #xø æ¾ƆI ò�Ěeĕ ·� ç
Ū/N. #xĔ ās �Ľ éĕ ÄUt, m ��Ą P� ĬĬ U Ę
àğI ß¨eę �æĽ* j¤ø, #xĕ ĴI ƌ©o* ò�Ě
eę ās � Ú õN� Î�ƈN”� Öáĕ ƘN.

ƅo ÓÆ�Ę ƈ ƠĎĔ “õV �őY ıġƌ <I "ĭĎę âÖ
Ēķ} ƔĿ Óďƚ Æ�Ĕ �°Ʀ Ɣįî Ɖ Æ�ęo ƌĆ
øÏY ĿÊ$�ĕ đƌ ƞ[ ĺ”Ĝĕ ĪƆ� Óďƚ Æ�ø Tƈ 
ŗ�ZĘ Ę�ĕ ¥÷N. ęø ŗÞƚ �ZĔ “Ľ( ƈ �h} $ĭ
Ɔ*I ðwĊ Ũ Æ�ęN. HÜŪŹøÏY �× śĦ ĺę� Ā
Ɲ} �eð <Cø 	½Ɖ �ơ”ęo� ƘN. ęð � ķ� Ú°
�Ę ß¨eę �ę� ğI �Ɲ¤ø Tƌ “�Ɲ¤Ę ŕÀ ƖĥĔ 

n�� ĭ� ð�ð�ƈ �ƓęN. ÊÊY ¢ƏV �Ɠē}, ƕ�
ęp � ęu ��ƆI Î�Y e÷N. Ŋ�Ġe ÆęøÏI ę ŕ
Àĕ Ģ ĽŤ8� Tƈ¨"ĕ '¹ĩē} ©3I �*} ÉĠI 
�Ėę űƆ� ğN”o� Ɩĥ ¿đ*� ĪƏN.   

ƖĦ <Ġ°> ÊĀƠ� đƌ ĺÏ¾ út Yß� ®¤ ĺĚ ŗÞƚ 

�ZĔ, 3ě ƅoXƄæ ĂoĚ TƝ ľĪ.ĽY æŷpŪĄ Íh
ø� �
e�Ę ĂāƁoĚ TƝø ŊúƏV �ē} êwİN. 

ƅoXƄæ �
eĔ ©Å ěĭøY ß�ĕ ņ	 ƅoXƄæ �

e�Ę ĂoĚ TƝø Ŋúƌ ĸ ŗ�Zø� �ÆĄ ėĎĘ �ß
Ľ� ĪƏ�, ŗ�ZĔ ƌĆ [ŽeĘ ŕÀßđĄ HÜŪŹ ƣĎ
ø Tƈ �ÆĄ ėĎē} ƝRƏN.

<자백> 필라델피아 상영회 참가자들과 온라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최승호 감독

[광고] 세월호 참사 1000일 기억 
범종교 간담회_ ‘다시 시작입니다’ 

일시 : 2017년 1월 8일(일) 오후 5시            
장소 : 알버트 시니어 데이 센터                           
(1400 Willow Ave, Elkins Park, PA 19027) 

참사 후 1000일. 그러나 미수습자 9명과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차가운 바닷속에 있
습니다. 필라지역 종교계 인사들과 함께 
304명을 기억하고, 진실을 향한 걸음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간담
회 후, 저녁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PARK GEUN HYE

OUT!
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라지역 4차 집회

해외 27개국 71개 도시의 해외동포들이 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집회와 시국 선언을 이여 가고 있습니다.

날짜: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 4pm - 5pm

장소: 첼튼햄 H-mart 앞

문의: vincekim@outl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