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 세사모 소식지 Vol.4 August 14, 2016

“¸þů c ćn� MŦ�3”
��T�¬ĉ �Ûĳ�(THADD, ¬]) �ĺ� �ĝY ·ģ ��
`Ć ĝ¦î Ýuã NŠ §>� ĺ¾ÖP ŠJČEH. ĝ¦C ű
�éŨœ� ¬Ęęī{ �Èş� ��¦Ć ŬĔ�� àć �ĺ{ 

�ĝŦ�, ÝuĂ ¬] �NÈÿã ‘F©(Ħåć&ģĆ)’3 ‘ó¦¸
q’ă `�ć� ò�¢TŦÇEH. ĝ¦ �ĝã �NşC �º|
ã ¨Ŋāt ĉ�ş�, ‘ć&ģĆ’3 ‘¨Á¸q’āt 4Ĉă ĪC 
ĝ¦î Ýu, 8µĦ ÔÇEH. Ħ5 2= WÓ ¸þů �ġ`ć �
Ă ŬËČEH. ·ģ��`T “¸þů c ćn� MŦ�3”�, ò
�Y Ýu¢T� _� ��ÌŦP �ã �ÓşH� ţEH.

¸þůî ¬], ÓĘ� ±�ã �Š ÷| �\Ć �Ğ
ËĞt Ħ5 7þ 21ĉ, ²ùåã² ¬]�ĺ �N ĩųã ĭäŦP 
·ģ��` Ĥ 150ä�ć �Ű� ¸þů §Ũº{ ĮÑ ¸þů Ō
¡  �ĝ Ĵ� ²�ã ĭäŦÇEH. ²�ã ĭäŠ Š ·ģ��
Ă “¬]C ·ģ ��`�Ć �Ğ� ÑEg, ��`Ć ±�ã �
Š �ĞH. ¸þů ĭ¬T ÓĘ� ±�ã �Š �ĞE Ţ- ťØ
HC ±�ć `âH”� ţEH. ¸þůT ¸þů �ġ`�Ć �Ğ
� ÑGEH. ÷| �\Ć ±�� ÓĘă ÿť, ŕç » �Ĕă Ħ
ł� T¢Ás{ ş� čC �ČEH. 9 �aã ¨ć dÛĦ& Ę
ã, Ţ- ±�� ÓĘă ÿŠ �º|ã WĭťØ şC ćĀČ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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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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의 주요 활동 

소식지와 기억물품을 계속 나눕니다. 

8월 14일(일)  챌튼햄 H마트           
8월 20일(토)  챌튼햄 H마트           
8월 21일(일)  노스웨일즈 아씨마트 
8월 27일(토)  체리힐 H마트 

9월 행사 참가 안내 

필라세사모는 세월호의 진실과 교훈
을 미국 시민단체에 알리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하고자 지
역의 비영리단체인 Bread & Rose 
Community Fund가 주최하는 
Change Ride 행사에 참여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필라 시내 곳곳 사회 
정의와 관련된 주요 장소들을 방문하
는 행사입니다. 동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침식사 제공)                                

- 일시 : 9/27(토), 8:30am ~ 1pm     
- 장소 : 센터시티 ~ 페어마운트 파크                                    
- 등록 : www.crowdrise.com/changeride      
(팀이름 PhilaSewol, 참가비 $15) 
- 자전거 대여 : 참가등록자는 Indego
에서 할인요금 적용해 대여 가능 

세월호 소식나눔 
People in Solidarity with Families of Sewol Ferry

7월 21일,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에서 들러 추모하는 성주 군민들(사진: 뉴스민) 

http://www.crowdrise.com/changeride
http://www.crowdrise.com/change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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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 버리지 않겠다”  

“저는 특조위의 선장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갔지만, 
저는, 저희 위원들은, 절대 떠나지 않
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저희는 싸우겠
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유가족
과 시민, 국민 여러분이 저희 뒤에 있
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에서 무대에 오른 이석
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중 
일부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예산과 인
력 지원이 끊긴 7월에도 이석태 위원
장과 조사위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해 
활동을 계속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권영빈 위원이 ‘go발뉴스’에 
전했듯이 “정부가 6월 30일로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종료하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조사관들의 신분을 부정”하고 있
어 “조사대상 기관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조
사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7월 27일부터 이석태 위원장을 시작
으로 특조위가 정부의 조사방해활동 
중단과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단
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시
민들과 구의역 대책위, 전교조 등 노
동.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
당 의원들까지 동조단식과 지지방문
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유가족
과 국민들이 함께 만든 특조위, 침몰
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주요 뉴스 살펴보기  

¸þů ´ĳĈÚ, «y� 9þ� ê®
ťÚÀ¦C ¸þů ´�(�.|) Ñjt |Śō ªă µĺşC ď
ßă 9ĉ ÈďŦH� �ŭÇEH. Ħ5 7þ �ã ®şć °©ĦĽº
ÈÞ(SSC)ć ¸þů ´À(��|){ Ù 5T `Ûíp |Śō ª 18� 
µĺ{ ïvşè�, ć�ã ÈďŠ ´�Ć 8� Ķ� |Śō ªć ï
vX� ä&ã îćÛ{ æ�ť ¸þů{ 0pí~ À čă �āt 
&N[EH. ª µĺã ťÀ¦C ĵN Š Jă ê®ş� čÛ, ýš
ş� ďßć ĨŧZ �÷ ¸þů ĈÚć ïvXC ÈěĂ 9þ� �
ć Z �āt ¢ČEH. 

¸þů ŌĠÿ, 7þ �¦ņ ŲW&� ¢Ĕ IÉ @· Ĥ
Šő ¸þů Ō¡Ġ¬ÿýų(ćş ŌĠÿ)C äĘŸ ĝ¦î äMĆ 
ó� »ã Ġ¬ŲW &� ¢Ĕă Ĵ�şC ~oć IÉă Ħ5 7þ 27
ĉ¦ņ ćÛ�� čÇEH. ć³Ņ ŌĠÿ ÿýĔă Ş\t ŬĕC 
�ģ� Ćýă ŔŢŠ O¨Û�ģM ¸þů ŇÄŀ ŔÄ º»Ćý
`ć �� 1ĉÐ IÉ @·ă Ĩŧş� čÇEH.  ŲWÈ�Ć Èď
ěă 1þ1ĉt ¢C �Ă ŌĠÿ Ďĳ{ �qŰşä Č ĹĦ{ ŵ
¼ŠHC Č Ġ¬įĆ Ā�ť³ãT ¨�ş�, ĝ¦C &ĉă 
ŌĠÿ� �·T XĦ ÔĂ 1þ 1ĉ¦ņ ĝşä Ħ5 6þ�ă 1
āt ê � ĝ¦ĦýĈqă ıÀŠ � čÇEH. ćt Ĉť ŌĠÿ 
ŲWĂ Ēĝ ĤIY ®ŅČEH.  

8þ ċÈ�ų, ¸þů ŌĠÿ ŲW&� ¢ĔZ*? 
8þ ċÈ�ųã² ¸þů ŌĠÿ ŲW&� æĔă Ù»ŦP ØMć 
22ĉ Ķ��ĝêÓ �Ćî æ�şP �ã² Š� �l3 ¸þů 
´ĳĠ¬{ ÿŠ ¡TĆ Ġħ�·ă ģĔşC äMÓă ÀöšĦ 
ä¦� ģ�X� čÇEH. ŌĠÿã²T 5�Ć äMĶİĈ¬`ã 
ĆŠ ĠħėĈ ŲW�ť� ćwÛğP ěă �Óş�, äØ WÀ�
·ă ģĔşC ć� äMÓĂ ¬Ë® ĨË �ă QāpC /Àg
C ģĔć 3ë� čÇEH. 

¸þů ŌĠÿ, “��Ÿ čāg”C ĲťĨ ťøĆ ĦÈ, 
�ė ģ�Ĉ ı# Ĥ 278ŉĂ Ğģť�&Ħö �ū 
äMĶİĈ¬`Ć �ťî ¢ÀÝuĆ ò�¢TãT ¨�ş�, !W
Ó ŌĠÿC 211	Ć Ġ¬Ĩŧ �ĝă 9r�, 2ī Ĳ�ųã²C ¯
tø ¬Ë`ă �ū9&T ŦÇEH. ŌŸ “��Ÿ čāg” C 9ö
Ć �¿ć ĲťĨ ťøĆ ĦÈèHC ��, ĝ¦�ŖîC Hz Ëĕ 
Ű� ėĕkă �ū:ÇEH. Ñùl �ėĆ ģ�ć ı# ėĕkĈ
R, ! Ĥ Ğģť�&Ħö ı#ć 278ŉć3 ËpčâHC ¬ËT 
�ū ?hĆ ¨ă ĦŒÇEH. !WÓ ĝ¦C ¸þůã Ğģť�&
Ħö ı#ć àâH� ģĔťðP ņg, 
ĬĆ ¦ËÀ¬î ĝ¦Ć 
ĨË Q& ŧŅ� ė3gş� ]l3&T ŦÇEH.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석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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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학생 도보순례 :    
폭염 속 65km 진실 향한 걸음 

세월호 희생학생들과 같은 나이의 대학생
들이 목포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미수습자 
수습, 온전한 선체인양, 성역없는 진상규
명을 요구하며 ‘세월호 대학생 도보순례’
에 나섰습니다. 416대학생연대를 중심
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과 유가
족 등 130여명으로 구성된 도보순례단은 
7월 23일 목포신항을 출발해 7월 26일 
진도 팽목항까지 3박 4일간 폭염 속 아스
팔트 길 총 65km를 걸었습니다. 

박세훈 공동단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잊지않고 행동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것
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아직 해결되지 않
는 문제들이 하루 빨리 해결되는데 조그마
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생하는 유가족들에
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단원고 2학년 3반 은지양 부친은 “청년
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함께 해
준다는 말만으로도 고마운데 도보순례
까지 나선다고 해서 유가족들도 목포로 
내려왔다”며 “끝이 안보이는 싸움을 하
고 있었는데 젊은 청년들이 함께 해주니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도보순
례에는 2015년 3월 필라지역 유가족간
담회에 참여했던 경빈어머니 전인숙씨
도 함께 했습니다. 

필라 세사모가 만난 사람(3)_세사모 최고령 활동가 손정례 할머니                                                           
“새끼 잃은 설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도 가슴을 칩니다” 

  “¸þů HĿ�ņ|{ ¢�C �Æć ��ť ŠWÓ Ēă ćx 
À àâÛô. 3T Ł Ñ`ă ¬�t ĊĂ �ũć č�^ô. !j² 
Şgã²T '¸þů{ &ÜşC ¬i`Ć �ċ'ć čHC ºÉă 
_� ĘŰť DĂćĦ� 2ÛJg� ¦ńť Ħ%*Ħ š À čC 
ĉă ĮÑ ş� čÇEH.” 

“ Ñć`, ¦�`, ýŊŢă Ûe�^ ŗÛĥØ”
  íťt �ÁĆ 3ć� XâĦ� ¸þů Ĩ® �ã NŠ ¼ĝs 
š�E(89¸)Ć �Ì� ĆĦC ÛB A� �Ħ ÔH. Ê�� TVĆ 
¸þů ºÉã �&ùć�, ¸¬� �ċãT ė"ėāt ĭäŠ
H. ¸þů ºÉă O ĮÑ¢� ÍÛ ď=ãC ľřņî Ĉņ; ¬
ö ă �÷&T ŦH. “ćĞ ÑŶXC >Ĉć ¸®¬ �Å õÌć 
O čÛô. Ñć`, ¦�`, ýŊŢă Ûe�^ ŗÛĥØĦ Ô
Ûô? ćm ĉć f ĉÛ3Ħ Ô� §�Ÿ �ūØĦ ÔÛô?”   

ÑŶãT ñ·Š ŲW, “ďā3� š À čC ĉ čÛ �¬ť”
  ĚĂ Èę Š�ã² �őă ē� ķă �yĺ&T ŦP ¼š�E
C, ŷ±Ď`ă ÿŠ �ęŠ �Ąă &ų� Z c�H ķāt ŖŬş
� čH. ŞgŠĈ>ĈųĆ 2015= æ�Đĺã²C >h 3©î �
Vć �Ħ{ I .+ă Î� �Nã ¶�,�æć 15 Ŵ ��`ã� 
ķ� ºŘã K' Ć�{ µ�ŦH. ¸þů ĭ¬ 1ģ& Ķ�Ğã²
C Şg�Òý ĝ¸é IĔĆ ĔIã �ĸ U� ‘Šķ’ă ír�, Ħ
5 7þ ŞgSŝÑ ÈĲ §À�Ĕã²C �� êÂ�`� Ţ- (ĝ
û Ó��Ć <½ŋºù>(SaltSoul) ŏß�æãT ĭäŦH. 
  
“�WT ÃĦ Ô�, ćĞ &ÜqT êĘ�Ħ ÔÑô. !jT �¬ţ
EH. ďā3� 9� š À čC ĉ`ć čāE �ćãô.”  

지난 7월, 필라델피아 시청 분수광장에서 솔트소울(SaltSoul) 공연 당시 손정례 할머니 

(사진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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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ã ćÛ)  ŷ±Y Ñć`� Ā�ġ`ă ±�ş� Ŋ�ă ş&T Š
HC ¼š�EC, &T{ ş�3 È{ Î� �Ąă ĶÄ}H� ŠH. 
!n� Ï È ‘¸þů’î ‘Ő�Ť’ãC ŝÛ¢ĦT �ş� ŷ±Y Ñć
`ã NŠ ÓŃ*ú� ĎÉĊĂ ¦�`Ć ÑŜã NŠ )Ă ��ć �
ÛčH.  

 “�Ă ¦�Ć Ìĝ, 1*ĦŢ- ş�ś WvĆ �Ą”
  “ÈC đ � ÎĦ� ćn�gT ŖŬşĦ Ôā� �b À� àâÛô. 
ī� Ûe� ĎÉ ×¸ø ¦�`Ć įęŠ �Ąă $t ŖŬš*�C 

3T �Ă ¦�Ć Ìĝć XÛ, 1*Ħ ĨË �ă ÿť Ţ- ş�ś 
WvĆ �Ąāt È{ ėÛ ¥ÇEH.”

  ¸þů ĭ¬ ë�ĉ Ķ� ĩKųã²C “ĝ� ¸þůã Nť ĨËă 
�şC Ê�ă ĮÑ£ À àH”� Š� Ýuã NŠ LLŢă ůºŦ
H. fŠ  “Ñ�| ±�ť¤T �#Ů ĝ�Ć �ĳ àćC ¸þůĆ Ĩ
Ëă ŎŪĻ À àă � �H”� Ŭ ĝ� şã² Ĩ® � ŲWĆ Ûp
úă �Ŏş&T ŦH. Ħ5 10þ ĨŧY ¸þů �ġ`� ĕóWŔ`
Ć ìgĈ �7ã²C Ā�ġ`ã� "�ňģ¹² �¬şH, 1*Ħ Ţ
- şH"� Ű®āt3� ħĜ �Ąă ĘŦH.

“Š�¬ųî WŔ¬ųĆ ��Ì, �Ĕ ÓŃ*ü”
  !l3 ¼š�E� �á¢H ÓŃ,� ä&C �Ă Š�¬ųî WŔ
¬ųĆ ¸þůã �Š ��ÌćH. “ŞgĦåĆ >Ĉ`� Ţ-şC È
�ć �Ñ ºÉĦT V|� ¸þůĆ �Ìă Ĵ�ť ¢Ħ�, ‘ÑħT 

¸þůØ? ��Ģ ťg’şC �ąć VÑë� ĝ� LLţEH.”

  ¸þůC ĨË �ć ĞNt ÈďT XĦ ÔĂ å¬ė ¨ŧã Ñħ 

��� čHC ¼ĝs š�E, !<C �ŠH. “¯2ĊĂ µú, A�¢
H đ Õ&ã ĖT �Æă ļEH. Ā�ġ äl§. 1*Ħ ö&{ ĊĦ 

�¸ô. ĖT Źć HşC 6*Ħ Ţ- şÇEH.”

세월호   (시: 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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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례  할머니의 시,  ‘팽목항’    

참여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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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바다 갈매기야 
진도 바다 갈매기야 
너희는 바다 속 
세월호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울음 소리를 듣고 있겠지 
그 소리 서글퍼서 
너희도 함께 우는 거겠지 
부모들의 마음 
찢어지는 마음 
부모들의 울음 
한맺힌 울음 
하늘 문을 비집고 올라가서 
하느님의 가슴까지 울리는 통곡과 그리움 

오늘 내린 비는 
하늘도 함게 우는 거겠지 
500일을 훌쩍 삼켜버린 세월호 
추석 둥근 달과 
반짝이는 물결은 
애달픈 부모 마음 알고 있을런가 
저 아픈 가슴 
감싸 주고 
보듬어 달라 
함께 두 손 모으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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