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시간 내          용 관련인물 및 단체

청문회 

준비 

상황

6:00
방청석 사수를 위한 대기

(가족들의 방청권을 뺏기위한 방청석 예약을 막기위함)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7:00 안산분향소 출발 416가족 

8:00 진상규명 촉구 피케팅 시작 리멤버 416

8:50 YWCA 앞 도착 416가족 

9:00 청문회장 내 착석 완료 416가족 

9:30 청문회 반대 집회 시작 고엽제 전우회, 엄마부대

청문회

진행

상황

9:30

▶ 청문회 1일차 제1세션 시작 개회

Ÿ 인사말

Ÿ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단체 모두진술 

Ÿ 재난 피해자 모두진술

인 사 말: 이석태

모두진술: 

416가족협의회

고양버스터미널화재참사 증상피해자

대구지하철화재참사희생자대책 위원회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1일차 일정표 -



10:15

▶ 청문회 1일차 제2세션 시작 - 진상규명 소위원회

대주제: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정부 대응의 적정성

소주제: 세월호 침몰사고 신고접수 및 초동대응의 부적정성

선행신문위원: 장완익, 권영빈, 김서중

증인: 이춘재, 유연식, 조형곤

참고인: 화물피해자　

12:45 정회 및 점심시간 　

13:30 제2세션 진행 재개 추가신문위원: 신현호, 이상철 

13:48

제2세션 마침, 휴식없이 제3세션 진행 속개

▶ 청문회 2일차 제3세션 시작 - 진상규명 소위원회

대주제: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정부 대응의 적정성

소주제: 현장 구조 상황 및 지휘체계(1)

선행신문위원: 장완익, 김진

증인: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김경일, 김종인, 박상욱, 이형래, 

이재두, 김재전, 고영주

14:51 김수현 혈압으로 이석

15:20 휴식을 위한 정회 　

15:40 청문회 속개 선행신문 지속

15:50 참관하던 생존피해자 분개 후 자해, 가족 1인 후송, 정회 　



16:10 청문회 속개 
추가신문위원: 

권영빈, 김진, 최일숙, 김서중

17:46 제3세션 마침, 정회

18:05

▶ 청문회 1일차 제4세션 시작 - 진상규명 소위원회

대주제: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정부 대응의 적정성

소주제: 현장 구조 상황 및 지휘체계(2)

선행신문위원: 권영빈, 김진, 김서중

추가신문위원: 신현호, 박종운, 이호중

증인: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김경일, 김종인, 박상욱, 이형래, 

이재두, 김재전, 고영주

21:00
제 4세션 마침

▶ 마무리 방청객 발언  시간
 416가족 발언

청문회 

정리 

상황

21:12 청문회 2일차 일정 마침 선언 이석태　

21:20 귀가 416가족 

21:30
▶ 416가족협의회 & 416연대기자브리핑

주요 내용 : 청문회 의의 정리 및 가족 ,특조위원 격려

사회: 이태호

발언: 전명선, 박주민, 장훈, 장동원

참가: 권미화, 윤경희, 416연대 



구분 시간 내          용 관련인물 및 단체

청문회 

준비 

상황

6:00 방청석 사수를 위한 대기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7:00 안산분향소 출발 416가족 

8:00 진상규명 촉구 피케팅 시작 리멤버 416

8:50 YWCA 앞 도착 416가족 

9:00 청문회장 내 착석 완료 416가족 

9:30 청문회 반대 집회 시작 고엽제 전우회, 엄마부대

9:30

▶ 청문회 2일차 제1세션 시작 - 진상규명 소위원회

대주제: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정부 대응의 적정성

소주제: 지휘체계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

선행신문: 권영빈, 김진, 김서중

증인: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2일차 일정표 -



청문회

진행

상황

12:15 정회 및 점심시간 　

13:30 제1세션 진행 재개
추가신문위원: 

최일숙, 장완익, 이호중  

14:30 제1세션 마침, 정회 

14:50

▶ 청문회 2일차 제2세션 시작 - 안전사회 소위원회

대주제: 해양사고 대응 메뉴얼(규정 등) 적정성 여부

소주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활동 등

선행신문위원: 류희인, 박종운

추가신문위원: 최일숙, 김선혜

증인: 이경옥, 이재율, 박준영,

      박청웅, 남상호

15:30 청문회  반대 2차 집회 시작 고엽제 전우회 엄마부대

16:31 제 2세션 마침, 정회 　

16:44

▶ 청문회 2일차 제3세션 시작 - 안전사회 소위원회

대주제: 해양사고 대응 메뉴얼(규정 등) 적정성 여부

소주제 : 해양(선박)사고관련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 현장 지휘체계 

가동의 적정성 등(1)

선행신문위원: 이상철

추가신문위원: 

박종운, 류희인, 신현호

증인: 이경옥, 우예종, 임현철



17:37 제 3세션 마침, 정회 　

17:55

▶ 청문회 2일차 제4세션 시작 - 안전사회 소위원회

대주제: 해양사고 대응 메뉴얼(규정 등) 적정성 여부

소주제: 해양(선박)사고관련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 현장 지휘체계 

가동의 적정성 등(2)

선행신문위원: 이호중, 박종운

추가신문위원: 신현호

증인: 김석균, 최상환, 박종철,

김수현, 김민철, 김문홍, 김경일

김윤상, 신정택 - 개인사정 상 불참

청문회 

정리 

상황

20:48
제 4세션 마침

▶ 마무리 방청객 발언  시간
 발언자: 김영오(유민 아버지)

20:56 청문회 2일차 일정 마침 선언 이석태　

21:10 귀가 416가족 

21:30
▶ 416가족협의회 & 416연대기자브리핑

주요 내용 : 청문회 의의 정리 및 가족 ,특조위원 격려

사회: 김혜진

발언: 유경근, 최명선, 홍영미

참가: 장훈 



구분 시간 내          용 관련인물 및 단체

청문회 

준비 

상황

6:00 ▶ 방청석 사수를 위한 대기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7:00 ▶ 안산분향소 출발 416가족 

8:00 ▶ 진상규명 촉구 피케팅 시작 리멤버 416

8:36 ▶ 청문회장 내 착석 완료 416가족

9:30 ▶ 청문회 반대 집회 시작 고엽제 전우회, 엄마부대

9:30

▶ 청문회 3일차 제1세션 시작 - 지원 소위원회

대주제: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소주제: 정보접근권 및 희생자 수습·장례지원 (1) : 피해자

선행신문위원: 김선혜, 최일숙

추가신문위원: 권영빈

참고인: 희생 피해자 가족 2인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3일차 일정표 -



청문회

진행

상황

11:00 정회 　

11:10

▶ 청문회 3일차 제2세션 시작 - 지원 소위원회

대주제: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소주제: 수색현장 구조작업 지운 및 희생자 수습과정

선행신문위원: 김선혜, 신현호

추가신문위원: 박종운, 최일숙

참고인: 민간잠수사 2인

12:30 제2세션 정회 및 점심시간 

14:00

▶ 청문회 3일차 제3세션 시작 - 지원 소위원회

대주제: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소주제: 참사 당시 수색 관련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및 희생자 수

습·장례지원 (2) : 해양수산부

선행신문위원: 김선혜, 신현호

추가신문위원: 

권영빈, 이호중, 류희인, 이석태

증인: 이주영, 우예종

17:35 제 3세션 마침, 정회

17:55

▶ 청문회 3일차 제4세션 시작 - 지원 소위원회

대주제: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소주제: 수색현장 구조작업 지원 및 희생자 수습·장례지원

선행신문위원: 신현호, 최일숙

증인: 이영찬, 배병준, 김주영, 장진

홍, 정낙은

20:05 제 4세션 마침, 정회



20:26

▶ 청문회 3일차 제5세션 시작 - 지원 소위원회

대주제: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소주제: 참사 당시 수색 관련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및 희생자 수

습·장례지원 (3) : 해경

선행신문위원: 최일숙, 신현호

추가신문위원: 권영빈, 이호중

증인: 이춘재, 김수현, 김문홍

청문회 

정리 

상황

22:06
제 5세션 마침

▶ 마무리 방청객 발언  시간

발언자: 박종대(수현 아버지), 

유경근(예은 아버지)

22:37 위원장 발언 및 제 1차 청문회 폐회 선언 이석태 위원장

22:42 제 1차 청문회 폐회 및 귀가 416가족 

22:55
▶ 416가족협의회 & 416연대기자브리핑

주요 내용 : 청문회 의의와 한계 정리 및 가족, 특조위원 격려

사회: 배서영

발언: 박진, 이태호, 유경근, 전명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