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전우회(KDVA)
“숨겨진 영웅들”뉴스레터
주한미군전우회는 한미동맹을 대
변하고, 한미동맹의 형성 및 양국
동맹 을 위하여 복무한 모든 이들
의 지원을 통한 한미동맹을 강화
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
다.
10월 주요 뉴스 헤드라인
10/02: 北, 미국과 협상 앞두고 원
산 수역 수중 발사 장치에서 ‘북극
성-3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
일(SLBM) 시험 발사.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발사되는 2단 추진체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 시험 발사되
었으며, 최대 비행고도는 950km,
거리는 발사지점에서 450km로 탐
지.
10/05: 美-北, 스웨덴 스톡홀름에
서 비핵화 협상 재개하였으나 미
측 제안을 북이 거절하며 회담 결
렬. 스톡홀름 회담은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치러진 2차 북-미 정
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 만
난 회담으로, 북한은 하노이 회담
에서 주요 핵시설 폐기에 대한 대
가로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가 이
행되어야 하는가를 두고 미국과
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회담을
결렬함.
10/22-24: 韓-美, 하와이 호놀롤루
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실시. 방위비분담금협약(SMA)이
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한국
방위 분담 비용을 결정하는 협약
을 가리킴. 분담금 협약(SMA)은 1
991년 발효하였으며, 새 협약이
체결되면 2019년 협약 종료 시점
까지 기존 협약을 대체할 예정.
10/31: 北, 평안남도에서 동해상으
로 단거리 발사체 두 기 발사. 최대
비행고도 90km, 비행거리 370km
로 보고.
11월 주요 행사
11/11: 美 참전용사의 날
11/13: 초대 前 연합사 사령관•부
사령관 서울 포럼 개최
11/14: 韓-美 군사위원회 및 안보
협의회의 서울 개최
11/28: 미국 추수감사절
11/29: 주한미군전우회(KDVA) 저
널 기사 투고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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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창설된 2017년부터 KDVA의 일원으로 활
동하고 있으며 KDVA가 한미동맹에 기여한 모든 업적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카투사
로 복무하며 얻은 경험과 교훈은 ‘한미동맹의 자랑스러운 지지자’와 회사를 이끄는 ‘최
고경영자(CEO)’라는 제 경력을 쌓는데 단단한 초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연합사에서 근
무하신 대한민국의 장병들과 카투사로 군 복무를 마치신 모든 분들께서 주한미군전우
회(KDVA)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김종욱 (주한미군전우회 이사)

행사 & 활동
주한미군전우회(KDVA)는 美국방부에서 10월 13일
개최한 ‘주한미군 육군 단체 10마일 달리기 대회’를
후원하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연합사 및 유엔
사 사령관 겸직) 아브람즈(Abrams) 장군은 KDVA 운
영 이사 스티브 리(Steve Lee) 대령(예)에게 감사장
을 수여하며 한국이 미군들의 복무 선호지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한 KDVA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였습니
다.

2019년 10월 15일 워싱턴DC에서 치러진 美육군협
회(AUSA) 대회에서 한국 기업 회원들이 ‘한국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韓-美 양국의 정부 인사, 기업인, 연합
사 역대 사령관, 부사령관, 주임원사, 및 가족 등 많
은 사람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2019년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였던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KDVA
고위 임원단이 참여하였습니다.
전시회 기간 KDVA 회장(이사장 겸직)이신 월터 샤
프 장군(예)은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관한 연례
회의에 참여하여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서 복무한 대한민국 육군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수단, 아랍
에미리트연합,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육군이 여러 부대를 파병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평화
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큰 도
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소식
회원 소식 - (육)상병 로이드 B. 오
돔(Army Cpl. Lloyd B. Odom)

미군 전사자 유해 41구 신원 확인
2018년 제1차 北-美 정상회담의 선언
이행 조치로 북한에 묻힌 미군 전사자
유해 및 유품이 담긴 55개의 상자가 신
원 확인을 위해 미국으로 송환되었습
니다.
상자에는 전사자들의 유해와 더불어
군화, 방탄모, 수통, 단추, 혁대, 총검
집, 군번줄 등의 유품이 담겨 있었습니
다. 북한이 전사자 유해와 유품을 송환
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
를 수립하기 위한 미국의 전 방위적인
노력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케네스 호프만 (공)중령은 송환 이후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 유해
의 숫자가 41구라고 밝혔습니다. 호프
만 중령은 “현재로서는 얼마나 더 많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지 말하기가 어
렵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해들의 신원을 계속 확인하고 있으
며, 현재까지 가장 마지막으로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오데사(Odessa) 출신의
로이드 B. 오돔(Lloyd B. Odom) (육)상
병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오돔(Odom) 상병
은 1950년 12월 2일 장진호 전투에서
작전 수행 중 실종되었으며, 당시 나이
는 열아홉이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이용자: “평안과 영
광으로 잠드소서”,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찾아야 할 유해가 아직도 많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