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ĕ�İ, ‘X ěÈ Ɓ Ú ĠK �ě ÷ô’  �Ü  Rá 
ļ6 8Ē 17ĝ, 4.16�İƎĚƚ ŀƉĔđĥĜ ĂėêÀ ĕ�&éĆ 
ĶƐêÀ ĥƜé� àĢĖ� ÑĒƒ ĕ�İhě ‘ÄÊ�Rá(ÄÊ
�RĘ ;) Ĕƀ �)ƀ Rá)’ú hô�ßNQ. Ĭº� 4.16 ÑĒ
ƒņÄ Ű³įÄĔđƚĚ Ƙ^Ę �ĭĳ� àš Z Wƅ, ŰįĔ 
Ƙ^Ę ¶ĥƁ Ú Ġ[� ûÕòW  ƚĚ Ű³± 
ĬĘ ő�ž
) ĔƂěøßNQ. ļ6 2Aû ^ì ľÈ$�Ę Ĕƅ Ą� B�Ę 
)ĎěK ^ì ÈVÚ ĕ�İhė �ú  ĭ� Ê�ßNQ. %
zú[, ŰįĔĚ ř�Ę ��ġ Qà �)ƀ Ráú høßNQ. 

“5 Ɠġ �ĪĘ )Ã� G�) ¶Q...”
20ĝ�Ě Rá 4ú ò3VĚ Ěļ� ƖĜƀ ÑĒƒ �İhė �
)ƀ RáĘ ĸRƈßNQ. %x5 �ƕ  ÑĒƒ �ĥúËK ě
Ìŧ ŰįĔđĥĘ ½�ƀ ŰįĔđhě ŰįĔ �ĭƅÆĘ �
�ġ �}ěRáĘ �Öž� Ġ�, ûx à¤RŎĆ ĝªĜhĚ 
ļļRá[ ěôļ� ĠßNQ. 9Ē 5ĝºũ Rá ĸĜ 4.16ýW 
,ċ ÈĞčĀĔđė “5 Ɠġ �ĪĘ )Ã� G�)¶Q ě�ú
Ë �ĥĘ ļŠK � Ě£� -Ę �q� Ê�ƀQ”� �ƈĖ�, 
�Ī ýƝ)�ú �ĝ EÐĥúË RáĘ ľƉƀ ěƍċ �Ä(W
õ�ƚ)K “±ú �àa ŰįĔĚ Ƙ^ )�Ę �ĭĳ�àŠ~
K Ĭºú »
ƅ ļļRáú 5ă� _Q"� ÐŬƈß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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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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의 주요 활동 

8월 27일(토) 노란우산 시위            
아트뮤지엄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
정,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노란우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8월 29일 ~ 9월 8일 릴레이 단식 
416유가족협의회의 ‘사생결단식’을 
응원하기 위해 몇몇 세사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루씩 릴레이 동조단식을 
진행했습니다.  

9월 17일(토)  “Change Ride” 참가
필라 지역 사회운동 단체들과 함께 자
전거를 타고 필라델피아 시내 곳곳을 
방문하는 “Change Ride”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
명 구호를 넣은 몸자보와 전단지를 
통해 세월호 문제를 알렸습니다. 

소식지와 기억물품을 계속 나눕니다. 

9월 18일(일)  챌튼햄 H마트           
9월 18일(일)  노스웨일즈 아씨마트          
9월 24일(토)  어퍼다비 H마트        
9월 25일(일)  체리힐 H마트 

예은아빠 유경근씨의 단식 농성장 밖에서 피켓팅 중인 예은할머니(사진 : 뉴스앤조이)   

세월호 소식나눔 
People in Solidarity with Families of Sewol F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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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추석 되세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귀향객들로 붐비는 서울역에서 영석이 
엄마 권미화씨가 노란 세월호 기억팔
찌를 나눠주며 미소 띤 얼굴로 명절 인
사를 건넵니다. 걸음을 재촉하며 이내 
외면하는 시민들을 볼 때마다 입술에 
힘을 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쩌다 
가던 길을 멈추고 손 내미는 시민을 만
나면 어느새 얼굴에 화색이 번집니다.  

외동 아들 없이 맞게 된 세 번째 추석.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설레임이 가득
한 이 공간에서, 차갑게 식은 아이를 
가슴에 품었던 엄마의 마음은 어떤 것
일까요?  엄마 키만큼 훌쩍 자란 아들, 
엄마가 좋아하는 매운 고추를 넣어 삼
겹살 쌈을 싸주고, “세상에서 어머니가 
최고야. 어머니를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하지...”하고 예쁘게 말하던 아들, 이제 
엄마는 그 아들을 만나러 가도 아들 대
신 국화꽃에 얼굴을 묻어야 합니다. 

2년 반이 되도록 아직 왜 그렇게 아들
을 떠나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몸이 
편안한 날은 아들 생각에 숨 쉬는 것마
저 미안하고 가슴아픈 엄마는, 명절에
도 성치않은 몸을 이끌고 서울역으로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그 날의 진실
을 밝혀야, 세월호를 교훈 삼아 더 이
상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거라 믿기 때
문입니다. 그래야 서울역은 계속 가족
을 만나는 설레임과 행복한 추석에 대
한 기대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라 세사모 회원들이 찾은 세월호 현장 
   
  Žq ÑÄ� ƚđĜ ĬƐw ²ƒÄĆ "ăSéK ļ6 û� �� 
½ĹNÝ, 
Ĝ ĝĬĖ� ƀ Ę  žK ^ì, �ƕ  ÑĒƒ �ĥ
� ìÆ ƃ^»ƊÕúË ĕ�İhĘ �5 ļļĚ �àļ� ĩƈQ. 

  “)�ĨĜ Źþ �čZ ĬºōÄ ðúË ÑĒƒ ŰįĔ �ĭĳ�
ú ƄĚž� EÐ ĸĜ ĕ�İhĘ �:ßNQ. �ƕ  Ĝ&úK ĭ
W� a 5�[ ÷ô o�č Ƈµêu %W� Bœa ň �!»ůž
K �İhĘ ¶N �ęě >� êŵßNQ.”  

   ĬƐw ²ƒÄ� ĕ�İhĘ  ƀ 7ė, ĕ�İhě ŨàúË 
;�~K ė¨/
� �Ņ�ě ŤŔƅ [��K ôŉ�N ÷K Ä
ě «Êƀ 7ěøQ. ĕ�İhė “�Ņě [cě=”� ƄĚž� 
n “ě|� ůŌž� ñh Ĳ Ç�ļ”q� Ď»Ę Ŭž� ĠøQ. 
%y Ćĸú[ ƅĈúË Ňê Ą Ĭ²ƒÄú� ę�Ú� "ž� ª
�ĐƈQ� ƀQ. ^Ÿh� 5Gq� Br ÑĒƒ ŴŃ� ƀ�f T
* Èġ[ ĩƈQ. 

  "ăSé� �ƕ Ę  ƀ 7Ē �úK ěÌŧ ŰįĔđĥě ŰįĔ 
Ƙ  ̂¶ĥĘ ĉ�ž� RáĘ ľƉžY ĸěøQ. EÐĥ §� āú L
ôÍ �Ņ¯Ýhė úôŜ k Ĝļ �Ö à^Ę ŝ F� ĠøQ.  

  “�ƕ  EÐĥ ā »ÚWúË ƀ��ě BK êěh� �äƞ Ý
ŏ ļ5�K ĸ  ���hĚ �ßĘ ¶N, XČ ĕ�İhĚ �\ƀ 
åďě J1Į ìţ.ēßNQ. ĕ�İhĚ ěò)� hĖ~�[ 
žļ íK ĬºĆ õ�h k úƁ Ú ĠK �ě ê� �[ ÷ô, ä
âě ļŘ ĕ�İhě [¶Ɖľě5 Rá i� 	ě Ơg +Ę ļÖ
Ɓ Ú ©ú ÷øßNQ. ěy ìţ.č Èƙú, ŉęúK ĕ�İhú
� ¢q �Ę @ò Ɓļ ���Xq�ĉ.” 

  %� ěô  ƀ ìÆ ƃ^»ƊÕK ?ė �ĥú ņÄ Ľƛ Îŗƈ
Y ŜŪě> ¨Ýh� ĺ½ƀ ň ĘéAÝ{).ļ ƈQ� ƀQ.  
�[ Hú p� ķø�, 2Aě ļ5K ^ì �g �ě 8ė ÈŧÿQ.  

  “�đ ĵĔú ĠK ƍÚ�hěq[ É �Ė� §3 ĵøĖ� žK 
Ê�ě høßNQ. �¾ ô�N0Ë ĭ ×Ę Ĥ� ‘£ úË ćQ’
� ĝĝě ĕİhĘ Õ
àŝ ĵÓË ûx º�P0 ĜÄ e�� ě
ò)� 5I Ú ĠøßNQ.  “êĽ[ Èĸěq ª³� ]ê�� »
ƊÕ� ļšQ”� ôJ »ě �èžÔKZ, ‘Èĸ’ěqK �ě #ú 
2ƌ �ęě ĎśƈßNQ. Á� £Úßġhě ]êă�, Ä� đĜ
ě $�`øĖ� Ĵ�ßNQ.” 

  �ƕ � ìÆĚ ÑĒƒ ƍĥúË ĕ�İhĘ Ľī �6 b Äs
ė “2A ªě ļ:ļ� êĽ ĕİhě ĝÈĚ ÊƘ� ]ê� Ú ÷
K ƍãú �Þě �øQ”,  “ÑĒƒĆ ��a ôm Ƙ^Ę Ɓ kK 
ŐĜĨĜ �ßĘ ¶ěļ�, ŷÈàúK ļŏĠK �ßhĘ ¶N ì
çxēQ”�, �Mž� �ė ^Ÿhě � Ę  Ɓ k ÑĒƒ ĕ
İhĘ Ňê ƠĘ ãôĵ+ §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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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훼손 심각, 연내 인양은? 

  해양수산부는 8월초 선미 리프팅 빔 설
치를 완료하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까지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 
세월호 인양계획이 한달 넘게 지체되고 
있다. 지난 6월에 해수부가 제출한 ‘세월
호 인양일정 세부계획서’에 따르면 선미 
리프팅  빔을 설치하고도 인양의 최종단
계인 육상 거치까지는 두 달 반이 소요되
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따라서 만약 선미 
빔 작업이 늦어지면 겨울 계절풍의 영향
으로 연내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
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선체 훼손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
고 있다. 권영빈 특조위원은 “해수부가 세
월호 선체에 천공을 113개나 뚫어놓은 
상태인데, 선체 하부 탱크부분에 추가로 
34개를 뚫겠다고 한다”며, 심각한 선체훼
손과 의도적인 지연행위에 대한 강한 의
혹을 제기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9일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후 객실부분
만 절단해 실종자를 수습하는 방침을 확
정하는 등, 진실규명보다는 증거인멸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3차 청문회 주요 조사내용 
   

   ÑĒƒ 3ń ō ƚ� ļ6 9Ē 1~2ĝ ěű^ì ,Wĸ[Ë�úË ľ
Ɖ`øQ. Ĭºŕ ĻĜhė Ű³įÄĔđƚ(ěž ŰįĔ)Ě Ƙ^)� 
ĳ�� ĵĥž� ê�[ œÌžļ íïQ. Űƞ Ä� Và ƅ� �½ì
ĩ ĥ, ƅ! ƅ6�įWĥ, ÑĒƒ 1iƄƅÄ, ōƅľ ƅč¡�Ųĥ 
i Ɔä ĻĜhě ¼ņžû, įÄ"�Ė�K ÑĒƒ ľÈ$�Ę Ɓ Ú 
÷K ¸ĿĨ ƀ�� Qà ƖĜƁ Ú ĠøQ. %zú[ ¼�ž�, Űį
ĔK % ^ìĚ ĻĜ ä �  ƚ «õ, �Ņ ¦ ŰįĔ įÄ)�Ę Ŭ
W� ņÄ Và� Ħ�Ðƅ ûx�ļ Ě£ĠK ľãĘ ¬ƌ<Q. 

 áV Ś �)ĵğė �Ł�, TRS )�Ė� ¬ƌ
   ŰįĔ� �
ƀ TRS(Trunked 
Radio System ĵųÚ �ĊŮâ) ę
Ðųĝ »Ìú j��, ƅ�ě Ñ
Ēƒ 3Ŗ áVŚú �)� ĵğƈ
QK �ė �Ł�ě�, ãĭ�K 
įţã &ŉ� ŒĬ`K �ú 
19mmƒÝĆ ÕƐ �öĊ ŞŻ}
Ë� �)� ĵğžK Ù� ƀ �
Ė� ex:Q.  

   Űƞ 4Ē 19ĝ 08à 50»� 09à 
14»� Äěú ě�ôľ �âĘ 
¶�, “72à�”Ě �į �gţĞ
ú 1000ŭ(ěÈ ƂĬ 4ŊĘ ^đ
ƅ ĔÐĀÈĘ ĩØž)Ĕƅ »ĵ
ƞ ďĽÿY �Ė� 5ţ:Q. 
  
  nƀ Ĭº� lhæž� «źƀ 
ROV(ÚĸťÄ�¹)Ě Í;ľğ
Ð� «ź[ ãĭ Èƙ� StQ. 
Í;ú ľğ[ �ƈĘ Â� êN
q, ķě ùŢ ĔƋ k ú ăƞ~ 
Qě¿� ƅƀ Òě `øQ. 2W 
ĸ 1WK ĕã`�, 1W� 25»� 
ģÚƈĖ�, Í;ľğė �ƀ ň 
œÚƀ �Ė� ex:Q. 

 Äqľ CCTV )�h 
  2014A 6Ē, ƅ�� ƅ!ė ÑĒƒ Í;úË CCTV ħĥĥŗ(DVR)� Ň
ïĖ5, ě ÄãĘ ÑĒƒ �İhú�K î�ļ íïQ. ě ƛ ·đƀ Ā
ÈúK ņÄ Vĝ ăĩ 8à 48».ļĚ )�� 9êĠKZ, ņÄ Êıġ 
�´)éK ì;ZÝşĚ CCTVƕ�Ę 9à 30»�.ļ ¶ïQ� Ļõ
ƈQ. ÑĒƒ û�Āöº Ľđ[ ®� )Ďôľ dú[ CCTV� ŝĮ Ġ
øQ� ¬Ɵ § ĠQ. ĀÈ·đ ĩ � ƙ¤� ±ĀÈ»Ìý�Õ WźK 
'ĀÈ Åĭ5 Ŷŀ �MÐě Ġ5'qK Ŀ ú ‘�MžQ'� U²ƈQ. 

3차 청문회에서 공개된 TRS 교신음성

새누리 반대로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안’ 상정 무산 

  새누리당은 지난 9월 6일 국회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위성곤 더불
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조정위에 
회부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 상임위 논의가 멈춰지게 되어, 이
번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난 5월 발의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하고 선체조사에 최소 6개
월의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
누리당의 반대로 개정안 상정이 무산됨으
로써, 특조위는 9월말 강제해산 위기에 처
했다.  한편,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
위원들은 강제종료가 되더라도 조사활동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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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차 청문회 주요 조사내용 

ÑĒƒ ¶[
ğ, ,à� ĩ KBS ¶[ ĥĚ Œ� Ź� 
  ěĬƍ ĩ ōĆW Ɣ¶ÚÌ(ƍ ÉG�V 
Wź)Ě KBS ¶[
ğ CŔ�Ę Ź�ƀ ,
à� ĩ KBS ¶[ ĥě, 1ĝ ō ƚú œ
Ìƅ +ƗĀ ĩ KBS ÄĥĚ ¶[
ğĘ ¶
ûĵK  ġ�àļ� Œ� Ź�ƈQ. ¨&
Ƒ WŮ� �� êěūĚ ¶[ ÛË� ĬƂ
ú Ġô KBS Äĥ� ¶[ ĥě Ë� DĚ
� ƀ �ĜZ, ěK ØŶÐú �žû ô
lƀ $ĭ5 �ÏĘ 'ļž� ĠK Ø± 
ĔªěQ. , ĩ  ĥė ņÄ ĽƛĜ 4Ē 17
ĝ ¨WŮ� êěū� ��žû “ÄĥP 
�èžâW� % Ĕŗú ą�ßNQ”qK 
 ġ� ¶<�, + ĩÄĥė “Ú�ƈ@"q
� UƈQ. ƍƉ Ø±È ¶[
ğƉĔK 
2A ěžĚ łü nK 3ŋ�đ ěžĚ °
'Ė� ŉ°ž� ĠQ.  

�Ņ, żƅġ ļđ¶Q ^Ɗ ųëú ĵ� 
  �Ņě żƅġ ļđěqK ��Ė� Èĵž�Ë ÑĒƒ ĕ�İĘ Ä
ŅƈQK )�[ 5ćQ. ŰįĔ� 2ĝ ăĩ ō ƚúË �
ƀ �Ņ 
;º ¶�Ëú Ěž� “(�İWź �Ð) �İWź 13�(ſº�, ĝª, 
�Ä)ě �Ð`øĖ�, ě ĸ ¥óØĩŦ �Ð àĔĩTġ[ ĠK �
Ė� ŒĬ”, “Ɗƛ ¶È i ƎÄúË ĵ[Ĩ «õ"Ę ƉÄƁ �Ė� 
ĩ�”ěqK W�ě 5ĄQ. 4Ē 22ĝú ĢÐa �Ņō  ú Ěž� 
“Ä� ãĳġ �İhĚ ÐƊ »ÌĘ Ĕƅ Ľ�ī īőÍ Ɩ¶ ¦ �Ð
RŎ, ¼ÛÑ��Ě ý�� ńRž) Ĕƅ ĂĬ¶Ƙ^Ę �ƕ”ƀQ
K ;Ċ.ļ 5ĄQ.  ĕ�İh[ �ŅĚ üƁě ¶ƒ� êO �àÿ
Q� ĻõžÿQ. ņ�ĜĖ� œÌƀ ĕ�İ "£ƕéK “�İhė ņ
Ä Ő)ºũ ļ'.ļ �ÖĨĖ� ÄŅ� �à� Vž� ĠQ”� ¬ƏQ.  

세월호 참사 아픔 담은 공연
SaltSoul, 10월 6~8일 AAI에서  

김정웅 안무가가 이끄는 한미 공연예술가 
팀의 공연 <솔트소울>(SaltSoul)이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센터시티 
아시안 아츠 이니셔티브(Asian Artis 
Initiative, AAI)에 올려진다. 설치예술과 
공연예술이 결합된 이번 작품은, 세월호 참
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상실의 경험을 예
술을 통해 공적 영역으로 끄집어 내어 함께 
아픔을 나누고 치유를 모색하는 시도이다. 
공연은 AAI 건물 밖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소리와 조명 작업이 설치된 실내
로 이어진다. ‘기원’부분은 무료, 실내 입장
료는 $15~$20. (문의: 215.557.0405) 

광고주를 모십니다. 

필라세사모의 <세월호 소식나눔>지는 
매월 둘째 주말에 1,000부씩 발행, 배포
됩니다.  지역 매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
월호 소식과 진상규명 현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발행을 위해, 뜻있는 후
원자/단체, 사업체들의 광고를 싣고자 하
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여와 후원, 광고 문의 

필라세사모 활동에 대한 후원이나 참여, 소
식지 광고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십시오.            
- 이메일: philasewo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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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청문회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과 직원이 작성한 유가족 동향 보고서가 공개되고 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공개한 
길영환 전 사장과의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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