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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ĞƗ �Ŀjģ Ē tPå ��� :đĤ5Ĕ?
4.16 ÕĞƗœÊ �ĿƕĦƞĐ å«jģ 2016D 6Ğ 25ĪÂŪ 7

Ğ 2Ī5Ŋ Ř 8Ī� "ƛ¨ ĻÂŖÊ øăÒ HÔĤ ŌƏƎä
MP. ƈą� Ĉ0Đ ĳ�È� ¸�ñ ìñŊK ^é ƈ¿ųă
ÒĦ Fß HÔ, ÕĞƗ �Ŀj^ œÊ ķăK ÎÎľŒ ¦ƎZ 
ĪĭMP. ħļK Ĩßƈ "�ħ `ü·� óŧ5Ę Ɣèĩ\, 

“ÕĞƗ �Ŀjģ Ē tPå ��� :đ:?”� ĦñƌƆK _
źj^ �äMP.

ĻÂK Ē? ŖĐWK Ē?
 +|: ŀ X !éĤ �� ŊŤ¾  Ļı Ė�� “Ē?”vK ō¨
Ĥ ZĽù Ɖ WÎģ ĻÂĐ ŖĐWĬĤ ö Þ ĮäMP.  œÊĦ 

ĝĩ  %ľ èŵ lă Wƈ ŌÎľÊ� Ĕ%ƆK Ġ�ĿjĤ 2

Dħ A^� ��� >£ �ģ � ĻÂ·ąV  ŖĐWĦ ŌÎ
*¡ ´ƌħ0 p¨ĭMP.  ĻÂK Ē ÕĞƗ ů¼ľÊğĝƞĦ 

ľÊƜ_Ĥ �ļŁ�Ɔ�K �Ī5Ĕ? Ē Ê� VĪ WŬ�Ħ 7
å� ƏĶ ľÊ� �Ģ�K �5Ĕ? Ē ÕĞƗ� ĩûƆŊ ¦Ɔ
K, tK õK, �Ī5Ĕ? Ē ÕĞƗ ¾^� ŬļƎĤ5Ĕ? %ľ
� ƆŊ õ÷Z Ê� VĪÂŪ Ŋ/5Ŋ ÕĞƗ� WƆK ĻÂ
Đ ŖĐWĦ ũ^ù�� ‘Ē’@� ĦñƌƆŊ õĤ Þ āä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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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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의 주요 활동 

7월 10일(일) 시청 옆 Dilworth 
Plaza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SaltSoul’ 팝업공연 참가 및 피켓팅 

소식지와 기억물품 나눔 일정: 

7월 16일(토)  어퍼다비 H마트 

7월 17일(일)  챌튼햄 H마트 

7월 21일(목)  노스웨일즈 아씨마트 

7월 31일(일)  체리힐 H마트 

참여와 후원 

필라세사모의 세월호 기억하기 활동
에 참여하시거나 후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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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요구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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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왜 
또다시 거리로 나왔을까요? 

2016년 6월 25일, 세월호 참사 802
일째 되는 날. 4.16세월호참사 가족
협의회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650여
만명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
별조사위원회가 6월 말로 강제종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5월 30일 행정자치부, 6월 8일 기획
재정부, 6월 10일 해양수산부 등 세
개 정부 부처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강
제종료를 뜻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
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에,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
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6월 30일
에 만료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직원을 채용하고 예
산을 배정받아 활동을 시작한지 채 1
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아직 바닷 속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달 인양자문업체
의 사전 테스트 권고를 무시한 채 부
실한 인양계획으로 선수 들어올리기 
작업을 시도했다가 선체에 훼손만 남
기고 인양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세월
호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핵심 증
거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월호
가 인양되기 전에 이 핵심 증거물을 
조사해야 하는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
종료 시키려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특조위 연장은 
국민 세금 들어가는 문제”라며 특조위 
활동 보장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새
누리당은 “청와대(대통령 7시간) 조사
를 빼주면 세월호 조사기간을 보장해 
주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 흥정을 시
도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방해
를 중단시키고, 세월호 특조위의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가능토록,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 : 4.16연대 카드뉴스 6월 27일자)

故 김관홍 민간잠수사를 추모하며  
                                                       (. : 3ũƖ) 

ČÞ� ũü:ç 2000 ąD ķ, ĠWĩjĦ Í^ čL< Ī¯ WňĦ Í
�Ŧħ: §ŕ �QƎZ � 	äMP. ��Ħ Ŭşñz �;  ƅ®Û
ăÒ ��ƈ Ŋ^İ� :ŧ: ¦a §�jĤ ƙ>Ņ� ħávĄĤ ��
ƈ &�� �j0� �ĸƣ 0^ƎĢM �ĭMP. ČÞ� o�K ļİ
j^ ħ ��ƈ Ŋ^İă Wƈ Ƒa ¬ĥĤ ºü:Ŋ ¦ƈ k ëäMP. 
Č�Ì�ă jü�  łģ İ�� ŒŊƉ �w Ñ�Ĥ Ɔ0^ Ɔ�, Õ
»WĦ ü�MK İ0 ñjjħ Ń,ĖĦ ŅĔİ�ă ô� `^� ÂŨ
Ɔ0^ ƋMP. ĪÎħ Ƥ�Ę ħjħ ��ƈ Ļş Ŋ^İ� Ƣ�Ɔ�, 
üs� ƌÒi İ0 İæjħ + óăÒ łģ İ�� 9Œ )�Ħ Ņ�
� `2 ŖŨƆK ¢äģ čL<  �Ė ơÊƋMP. 

ƆŊ� WňĦ ĉĝ K R�, ČÞOģ ��ƈ '�: ÿŖ; Â tK  
)�Ĥ �Ŋ õ�, ćúƈ Ė�B ¢ä  u	ģ ĩ�Ħ ƖÎĢ� čÙ
äMP. 0h)ă �Ò VVƣ Ō�� �ƆÙ�, ħ} Ō�� ÄŷƆ� 
ą1 )�İjă Ħƌ ņĬĤ VƆÙäMP. ČÞOĦ ��ŠĤ ħƌƆ
Ŋ ¦Ɔ�, t ÂƜĤ °ñjħŊ ¦ƈ Êxjă�K Ɔ:Ħ ƘÕ§«
(ƨƧƥƦ) 	ģ ÊħĊĤŊ^ ¢�MP. ƔĴĐ 	ħ ªmü� ±R
ƎXv , )�İjģ ČÞOă Wƈ ņĥ  ÂƜă Wƈ ¾^� Ŭļ
Ɔ�, Ď� ľ�  �ŏĤ [îĜ ķŲƆŊ õ÷Ĥ5 Ñ�ƌ ÁMP. 

ČÞOħ På čçP  üqƈ ¢äĢ� ď5Ĕ? ��ƈ š�á�� 
�Ō Ļş Ŋ^İ? ƛ�ƈ ��Ĥ ŊN ÊƞƓ¡�? ¢i &«jĤ Â
İ� �jüŅ�P� �ýƆK Ô�ƈ 0Āĩ? üő  ħ åW �ĳ ƅ
®°K úİĦ ĪĝĢ�, ¹  ÊƞōÒ, ^YħvK !EĦ ēƃ� c
� 0h)İjă� �çŔħ� b Ļ^� �; VƆå�, Ď� čƌĐ 
�ŏa È;Ģ� Ļç�ĵ ƃŹƌŊK +} Þ;Ĥ °Ō õĢè5Ĕ? 

ř- 3!ƚ ĲÞÊĦ È¾� ĺƎäMP. ħ Ãģ ÕĞƗ Ê�� ±Ñ
Ɔİ ËĀĲÞÊ�Ò ÑĀĤ >�I�, ƢÑİ ÞÐ  åçĩûă _œ
ƎäMP. UÛă Ĳ¦i ñħjĤ Ñ�Ɔ� Ɔ�ă^ ÞŒ�ð ğƐ
ƈ ĲÞ� �ƏƎ�, üe Ûă þƒĮK åçĤ Rzü ƈ ¡ ƈ ¡ ó
ñÒ ĩûƎäMP. +|K _ó ¥ħ ÎƆą XħÎ ĲÞ� Ɖ Þ ā� 
`Ă�, üe Û åçÞäħvK ,ƈ �Ɛģ éƈ ĻçĶ ŮvĖ�� 
=�äMP. ħ} ġŗĶ, ĻçĶ �Ŭă^ Ä%Ɔ�, Ŗ¨ƞă :Đ J
%^ �Ɔ0� ŅĵƆZ Vå ÕĞƗ ÎƝĦ ŌèĤ ķRƆ0^ ƎäM
P. ħ ÃĦ ŐŊ� ğWƈ ±İŝ� ov�P ¾ , �Ŭ  Ď� Þ; 
ÛăÒ^ Ō�� ķRƆå�İ ƎZ ČÞOĦ f¢äĤ ¾K k ƋMP.

�;Ɔ� ½j� ƤāK ¶Ôj �ăÒ Ɗ7 ñŲƆ� ęüŅĂZ ħ å
WĦ t Ɔ:Ħ ČÞOĤ q:¾K � 	ñ ãƂĤ /Ɖ 2ħ āäMP. 
�ĩħ ĉĝƈW�, ÕĞƗĦ Ōèħ ²ƒŊ� óķƈ ÊƞÓħ ħ�
üŊ2 0ĝƆ�, På ƈ¸ �ĥ Û 4ħ �ĩĦ ¡¿Ĥ ÉMP. 

[ÆĬ : � 3!ƚ ĲÞÊĦ ñ>Đ ü� Õ İCă� Ɗ7 ÊK Ƣ�Ĥ 
¾ũŅêåč.   (농협 356-0661-7708-03 김혜연 (고 김관홍 잠수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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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청와대는 왜? 

구조부터 진상규명 활동까지, 지난 2년
여 간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세월호에 
대해 거짓과 방해, 그리고 탄압을 통해  
‘세월호 지우기’에 급급했다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예산배정, 
실제 조사활동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으로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특조위의 조사로 청와대, 국정원, 
구조지휘라인 등 이른바 ‘성역’에 숨겨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
다. 특조위는 해경 CCTV와 교신기록과 
구조지휘 윗선 수사 특검을 요청했습니
다. 구조지휘 라인을 수사함으로써 해경
-국정원-청해진해운의 커넥션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조위는 이미 청문회
를 통해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특수관
계와 세월호에 실린 철근 400톤이 정부
의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조위는 2015년 10월 19일, 사
고 당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
한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조
지휘라인의 최고 윗선으로, 성역없는 수
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
니다. 그러자 특조위 내 새누리당 위원
들은 전원 사퇴를 불사하며 반대했습니
다. 정부-해수부는 문건을 작성하여 대
통령 조사를 못하도록 지시했으며, 새누
리당은 청와대 조사를 배제하라며 야당
과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
월 30일 결국 특조위의 진상조사를 강
제종료 시킨 것입니다. 

4.16연대는 정부와 청와대가 특조위를 
해체함으로써 성역에 숨겨진 진실을 영
원히 은폐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
히 세월호 지우기를 통해 대통령의 임
기 말 위기를 벗어나고, 퇴임 후 청와대 
책임자 진상조사와 수사를 벗어나려 한
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 4.16연대 카드뉴스 7월 7일자 
“청와대는 왜 ‘세월호’ 끝내기 수순에 
돌입했나?”) 

필라 세사모가 만난 사람(2)                                                         
잊지 않기 위해 춤을 추는 안무가 김정웅 

  Ŋ; 7Ğ 10Ī čƠ, Ƅv]ƃñ åŖ ÃÞW øăÒK å« ¶ą 
¡ħ !xƆK �Ę\ ó§� 3ĻěïĦ <ÝŮÚę>(SaltSoul) Ŵ
Ā�ćħ ŌƏ`ĂP.  <ÝŮÚę>ģ Ƅv]ƃñă ÚĴƈ ſČà
¨ƛ×Ū(Pew Center for Arts and Heritage) ŔıŊĝ0/  ñåó
ñŞħMØŰÇ(Asian Arts Initiative)Ħ ƠĝĢ� ļı`ü, čK 10
Ğ ñåóñŞħMØŰÇăÒ ±żb ıŽħP. ħ¸ ŴĀ�ćģ 
10Ğ �ćă øÒ ª� !�j  Ő� �:¾K Ò�ă ƌVƈP. 

 �ćģ nĜí Ɓvİ ÃÞ"ĳăÒ G� ĮK ñħj  �ćİj 
�Ħ $�Ģ� åı`ĂP. ħ Ÿƛ�Ę ĪÎĦ ž�Ĥ 6K ũŸÚ
Đ UÛ ę� 	ģ ÖÚŻ Ú�ă �ćİjģ ÒÒƣ Š¤ƆK Õ
ĞƗ� żƔƎP. Ƅv ÕÊ¢ ƞĝħ0^ ƈ ÜĻ� Ɖ�M(89)K 
ƢÑİjĤ ğƈ 0^Ħ �ĥĤ ¥ŏĢ� żƔƎP. �, GZ ñħ
j^ Ɔ: d �ćİjĤ ov Ěŋħ�, "ĳĦ Êxjģ ľĕƣ 
�ćă ŎňƎP. §â �ćĩŊ (/ƌ ƆK ħjĤ ğƌ, ÕĞƗ
Đ �ćĤ Ó¡ƆK ķQŊ� "ĳ ƈťăÒ :J0^ ƆĊP.   

�ıá|Ę ņĥĢ� ĩƈ ÎèĦ �Ɛ Tñ
<ÝŮÚę>ģ �ıá|Ę ņĥĢ� Úňƈ J'�� īģ, ÎèĦ 
�ƐĤ Ņļ� ƈ ıŽħP.  ıŽĦ ¢ŰÇK 30D ķ $ŬÊ�ă 
Ħƈ ñ·ŊĦ ņĥ, 2012D Ƅv]ƃñ å> © Å#Ê�, +�
� 2014D ÕĞƗ œÊ l, Õ ÊĤ �ģ 3ó§� İçĦ �Ɛħ
P. ůƣ 3ó§�K ÕĞƗ Ê� Vå, ƢÑa Qĝ� ƇÑjħ Š
¤ƆK µ óăÒ Â¢Ojă� ¾? �åŊjĤ Tģ ĠŭÇ ċ
ÎjĤ ¾� ‘Ìħ r�K Ŝ�’Ģ� ĲĤ ħ�Ŋ ¦ƎP� ƈP. 

7월 10일, 딜워쓰 플라자에서 솔트소울(SaltSoul) 팝업공연을 진행 중인 김정웅 안무가 
(사진 : 김정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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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ă ħü) ÕĞƗ œÊ ŋƠĦ + Ŝ�Ĥ Tñ, 3ó§�K 2014D 
10Ğ Ƅv]ƃñăÒ 
řa ķª ñåó ñ��Ţ �ćČàļ(Asian 
American Theater Festival)ăÒ <ķ¿>(Capsized)Ĥ �ćƎP. ó§�ħ
İ §ĕ�ĩ ��Ď vª~ŉ(Marion Ramirez), ó§�ħİ ŧò0 §
ĕ�ĩ ĵ�ĩ į+{(Germaine Ingram), Ƅ��ħţħİ Èmč+z
Ŷĩ ƀ~g ƍ(Fred Hatt), ı��ħİ ÐÚŻ ćŅİĩ ³ ~ħM
(Bhob Rainey) l Ƅv]ƃñ ŊĆ Čà�j  Ɗ7ĊP. +�� ħ� 

ūW�  <ÝŮÚę>Ĥ 0ƟƆ� `ĂĢ�, űă ƈ& ķŬò0 ćŅİ
ħİ ķ´ğČà�ĩ �«ħ Ƌ�ƎP. 

ÕĞƗ, Čà(ś)� �ĠƉ ´¹ ¢Ðƌ
<ÝŮ Úę> �ćĤ Ŭƌ ¾P �ģ Õ� å«jħ ÕĞƗ ƃƌ �Ŀ
jĦ ñƂĤ ��Ɔ� ÊĦ ĝĩ*¡  Ĵ±´Ŋ� ğƌ F�ƎĢ
  ƆK �ħ +Ħ Ñ�ħP.  “Čà(ś)� �ĠƉ ´¹Ĥ Ñ�ƆK �
MP. ň�Ķĩ ğşăÒ ƇÑĦ ĭĳ, Â¢Ħ ĭĳ, ƈ& &«jĦ Ñ
�, ª& ÊxjĦ Ñ�Ĥ ��� ¯ċƆ�� F�Ɔń. �_ıĀİj
 Ħ ÕĞƗ ū�Ĥ Ŭƌ Xė �ģ �jĤ µĜ�MP. + Êxjģ 
t Ï�Ę !ĹăÒ Êũ� v¾� ĮPK �Ĥ ö� `ĂäMP.”

“śĤ Ś� ē&ĩjĤ WÎĢ� �ćĤ �ÛƆK  ĻăÒ ħ} Ñ�
Ĥ ƋMP.  +jħ ħ ıŽĤ Ŭƌ ÕĞƗ� öñ�� ÕĞƗ ¨ļ� 
ķŲƌ Ņ0� vń. Ŋ/ģ åıă Ä ƆŊ� ŊÛĶĢ� ö�� 

�ĭMP.” +Ħ xģ 	ħ śĤ ŚK Êxjħ �ñĽ Ļ0ĶĢ� 
�ćĤ Ɔ�, + �ćĤ À ħjħ Pĥ �ćă œ�ƆK Ɩũ� ‘ŴĀ
�ć’ħ 8Ňƣ ħüŊK �ħP. ª&> Pûƈ ^åăÒ ĠÊƈ �ć
ħ ħüō Þ Į^� F�ƆK �^ źƊ`ü ĮP.

śĤ ŚK Ōèƈ �ĥ, ÕĞƗ �Ŀjă� ķR`2
“¥Ĥ ĚŋħK Êxjģ �ŏ� ó ƋMP. �ĸƈ �ĥĢ� śĤ Ś
� ĮK\ Ōèƈ �ĥħ ƈ&Ħ ĠĿjă�^ ķRħ `� ē&ĩj
ă�^ ķR`üÒ ƌ�`Ŋ ¦ƈ ¨ļjħ ľÛƣ ƌ�`� �ģ Ō
ķħ Į0� yMP.” +� śĤ ŚK 5SħP.

다큐멘터리 <세월호 그 후>     
제작을 후원하세요! 

룻 매튜, 조지 닐, 모리스 데이비드 등 영
국 영화인들이 세월호 다큐멘터리 <세
월호 그 후>를 제작 중입니다. 영화는 참
사 후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이 한국사회
의 변화를 위해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조
명합니다. 2017년 4월 완성을 목표로 
촬영은 중반 이상 진행되었으며, 주요 유
가족들에 대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현
재 제작비의 상당부분을 룻 매튜 감독의 
자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텀블벅
(tumblebug) 프로젝트 밀어주기를 통
해 제작비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slicedpictures.wix.com/
afterthesewol 

www.tumblbug.com/
afterthesewol 

광고주를 모십니다. 

필라세사모의 월간 <세월호 소식나눔>
지는 매월 둘째 주말에 1,000부씩 발행, 
배포됩니다.  지역 매체에서 찾아보기 힘
든 세월호 소식과 진상규명 현황을 공유
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발행을 위해, 뜻
있는 후원자/단체, 사업체들의 광고를 싣
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 484-557-0531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를 기억하는 팝업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김정웅 제공)

http://slicedpictures.wix.com/afterthesewol
http://slicedpictures.wix.com/afterthesew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