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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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첫 모임을 가진 후, 세
월호 참사 1주기 추모식, 2주기 기억
식, 유가족 간담회, 걷기대회, 강연회, 
영화상영회,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라 
세사모는 4.16가족협의회, 4.16연
대, 세월호 해외연대와 함께 합니다. 

5월의 주요 일정 

5월 1일(일)  평화와 화해를 위한 범
종교 걷기대회 (Interfaith Walk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참가 

5월 15일(일) 세월호 소식지와 노란 
리본 뱃지, 팔찌 나눔 (챌튼햄 H마트) 

5월 22일(일) 4:30pm <업사이드 
다운>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델라
웨어 한인연합감리교회당) 

참여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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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소식나눔 
People in Solidarity with Families of Sewol Ferry

(사진: 세월호 참사 직후 팽목항에서 실종된 손자를 기다리던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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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대형 참사_          
내 아이의 세상은 안전할까? 

70년대 이후 발생한 대한민국의 주요 
대형참사들입니다. 선박, 비행기, 열차 
등 대중교통 수단과 도시가스, 다리, 
백화점 등 생활 기반시설, 청소년수련
원, 리조트 등 유치원에서 대학생까지 
우리 아이들이 흔히 이용하는 레져시
설까지, 가장 안전해야 할 곳들에서 참
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난 지금, 우
리는 안전한 사회를 향해 가고 있을까
요? 아쉽게도 아닌 듯 합니다.  세월
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들로 ‘규제완화’
와 ‘민영화’가 지적되었음에도, 2015
년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마스터플
랜’은 안전을 국가와 사회의 공공의 
의무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더
욱 완화하고 민영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호, 힐즈버러 유가족 만난 세월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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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월호 유가족, ‘에스토니아호’ ‘힐스버러’ 참사 피해자들 만난다” (한겨레, 5/7)        
- “세월호`에스토니아호 유족, 베를린서 연대... “끝까지 진실규명””(연합뉴스, 5/7)        
- “힐즈버러 참사 ‘경찰 과실’ 규명에 27년... 세월호도 힘내라”(한겨레, 5/12)              

5월 11일 영국 리버풀의 힐즈버러 유가족협의회 변호
사 사무실에서 만나 포옹하는 ‘시연 엄마’ 윤경희씨(오
른쪽)와 제니 힉스씨(왼쪽). 힉스씨는 힐즈버러 참사
로 두 딸을 잃었다. (사진 : 한겨레 통신원)

시기 내용 사망자

1970년 마포 와우아파트 붕괴 33명

1970년 여객선 남영호 침몰 323명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 165명

1977년 이리역 화약폭발 59명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 292명

1994년 성수대교 붕괴 32명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101명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502명

1997년 대한항공 B747-300기 괌 추락 225명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23명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192명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10명

2014년 세월호 침몰 3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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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트라우마와 치유에 
있어서 진상규명이란... 

“죽지 않아야 
할 아이들이, 
죽을 이유가 하
나도 없는 아이
들이, 전부 다 
구조될 수 있었
떤 아이들이 여
러가지 문제들
이 꼬이고 겹치
면서 너무나 억

울하게 죽었어요. 온 국민이 생중계로 그
걸 다 지켜봤고요. 세월호 사건은 ‘내 성
격이 잘못됐나?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
나? 내가 잘못 살아왔나?’ 이런 문제와
는 아무런 상관 없이 완벽하게 외부적인 
원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것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첫단계죠.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분명한 원인규명이 없으면 세월호 
트라우마의 치유는 단 한 발짝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 트라우마 치유의 선결 
조건은 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되는 것이
에요.”       (치유공간 이웃 정혜신 박사)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지난 3월까지 진행된 두 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혹이 하나 둘 확인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방해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 3차 청문회와 특조위의 집중 조사 

•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도록 특별법 개정 

• 19대 국회가 합의한 특검 수사 이행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16연대 웹사이
트(416act.net)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
용과 함께 서명운동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
니다. 또 다른 세월호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 동포들도 마음과 행
동을 모아 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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