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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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의 주요 활동 

10월 29일(토) 저녁 8시                
416기억저장소 후원음악회 <국악과 
어우러진 콜라보 한마당> 개최,                   
펜아시안노인복지원(PASSi) 

소식지와 기억물품을 계속 나눕니다. 

10월 6일(목)~8일(토) <솔트소울> 
공연장, 아시안 아츠 이니셔티브(AAI)   

10월 8일(토)~9일(일) <귀향> 필라
델피아 상영회, 유펜 휴스턴홀 및 갈보
리비전센터(CVC)     

10월 23일(일)  챌튼햄 H마트            
10월 23일(일)  노스웨일즈 아씨마트  
10월 28일(금)  어퍼다비 H마트      
10월 30일(일)  체리힐 H마트    

세월호 소식나눔 
People in Solidarity with Families of Sewol F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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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어르신, 
가족 심정으로 함께할 것”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서 304명을 죽인 
일이고,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행위는 
국가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위독
한 상태로 생사를 넘나들 당시, 서울
대학교 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
에 예은아빠 유경근씨 등 세월호 유가
족도 함께 참석했다. 유경근씨는 “세
월호 참사와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경
찰의 행위는 다르지 않다”면서 “두 사
건 모두 이 국가가 범법행위에 의해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다르지 않다. 내 가족이
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필라 세사모가 만난 사람(5)                                                            
‘마음을 담은 소리’로 세상을 울리는 전통악기 연주자 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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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2기 특조위 
향해 나아가겠다” 

10월 5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
위)는 7월 27일부터 71일간 계속 이어
지던 릴레이 단식을 종료하고 단식장을 
자진 철거했다. 특조위원들의 단식은 세
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조위 활동기간 보
장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9월 
30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했다. 

단식장 철거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특
조위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특조위는 2기 특조위가 구성돼 활동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의 제/개정 활
동에 힘을 쏟고,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
에 법안이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유가족과 시민사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 특조위’, ‘국민 조사단’이 출
범할 경우 연대 활동을 벌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지금
과는 다른 모습의, 새로운 의미의 특조
위로 국민과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참
사의 진상 규명을 향해 더 꿋꿋하게 걸
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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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원인 밝힐 증거 ‘스테
빌라이저’ 절단, “연내 인양 불가” 

지난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 국정감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은 세월호 스테빌라이저 절단 사실을 인
정했다. 스테빌라이저는 세월호 선체가 
좌현으로 기운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할 진상규명 증거로, 특조위는 
해수부에 절단 방침을 물릴 것을 요청했
다. 그러나 해수부는 선체 좌현에 인양을 
위한 리프팅빔을 설치하기 위해 스테빌라
이저 절단을 강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위상곤 의원은 국감에
서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내 인양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지금
까지 수차례 세월호 선체의 인양시점이 연
기돼 온 것은 정부 책임이 큰 만큼,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
부는 강한 조류와 견고한 퇴적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리프팅빔을 설치하
는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필라 세사모가 만난 사람(5)_ 전통악기 연주자 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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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ēO Š ¯dĆ Ĉ�Ăs °ÎĆ ÕŜĄ �ħ� č�, ìÃ�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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Ŝćc ²�ŠEA "A "m$ ]�å Š��űå JŠ ď§Ï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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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ć/ E} ĀkĈYĆ �÷ ŕ�ć ãß �Öå JŤ K  
#Ť ş�, �R ��, ğ�Ť ĤEA @.Ą �ÊCE.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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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기억저장소: 다시는 이런 
슬픔 없도록 ‘기억’하고 ‘기록’ 

416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수집하고 분류해서 보관, 전시
하는, 4.16가족협의회 소속의 조직이다. 참
사 직후 안산시 시민기록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서울시 추모기록 
자원봉사단의 활동을 모아 시작된 것으로, 
2014년 아름다운재단, 한겨레 21과의 공
동캠페인 <기억0416>을 통해 공간과 시
스템을 마련했다. 100% 시민 후원으로 운
영되며, 416기억저장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되어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416기억저장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도언
엄마 이지성씨는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엄마 아빠들은 너희들을 지키지 못했
지만,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슬픔을 겪게 하
지” 않겠다며, “(세월호) 기록들을 통해서 
끝까지 기억하고 결국 대한민국이 생명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되
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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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과 어우러진 콜라보 한마당
‘이 시대의 서정적 매혹의 마술피리’ 가민과 함께 하는

-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박사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부수석 역임

- Asian Culture Council 아시아문화예술 연구원 선정 2013

- 유럽, 미국, 아시아 등 10여개 국가에서 초청 연주

펜아시안노인복지원 (PASSi) 
6926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26

티켓: $10

주관: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 (필라 세사모)
문의: philasewol@gmail.com / 267-475-7132

** 본 행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 운영하는 416기억저장소 후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익금은 전액 416기억저장소에 보내집니다.

416기억저장소는 2014년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활동한 안산시 시민기록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서울시 추모기록 자원봉사단이 활동을 모아 시작된 4.16가족협의회 소속의 조직입니다. 
2014년 아름다운재단, 한겨레 21과의 공동캠페인 <기억0416>을 통해 공간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 지금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우리 사회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기억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기억과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
하며 공유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6년 10월 29일 (토) 저녁 8시

협연: 
동남풍 - 사물놀이
이상창 - 플루트
김성규 - 클라리넷
구현미 - 피아노
들  불  - 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