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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주요 소식
11.14: 韓-美 합참의장, 제 44차 군
사위원회(MCM) 서울 주관
11.15: 韓美 국방부 장관 제 51차
안보협의회의(SCM) 서울 주관.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 지향
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협
력과 소통할 것을 약속. 한미동맹
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
과 평화에 핵심요소임을 재확인
11.21: 北, 文 대통령의 김정은 위
원장에 대한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거절
11.22: 韓, 일본과의 지소미아
(GSOMIA) 협정 조건부 파기. 한
국은 일본, 나토(NATO) 등을 포
함한 3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을 맺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약
60개국과 협약을 맺고 있음.
11.28: 北, 함경남도 동쪽 지역에
서 미확인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
로 발사. 이는 답보 상태인 北美
비핵화 협상 와중에 북한이 보인
가장 최근의 군사적 움직임으로
지난 달 31일 이후 올해 들어 13번
째 시험 발사
12월 주요 행사
12.3-4: 제 1회 주한미군전우회-한
미동맹재단 이사회 컨퍼런스 워
싱턴 개최
12.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자국 안보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주제로 컨퍼런스 개
최
(장소: The Mayflower Hotel, 시
간:11:00 – 18:00)
12.25: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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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주한미군전우회에 많은 변화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의 미션과
선결과제를 다시 점검하고 재정립하며, 여러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던 한 해이기
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전우회 회원들을 위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한미군전우회의 홈페이지 개편하고, SNS 활동을 활발히 늘려 나간
한 해 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한미군전우회는 한미양국에서 동맹을 강화하는 사
업에 전우회의 영향력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합니다. 전우회의
이러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사 & 활동
11월 28일, 미8군 사령관 마이크 빌(Mike
Bills) 중장께서 제19원정지원사령부를 방문
하여 장병들의 추수감사절 식사를 직접 배
식 하셨습니다.

역대 연합사 사령관•부사령관들께서 전쟁
사의 영웅 백선엽 장군(예)을 예방하였습니
다. 예방은 지난 달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 1회 역대 연합사 사령관•부사령관 포럼
일정의 일환으로, 권오성 장군, 스카파로티
장군, 틸렐리 장군, 샤프 장군, 써먼 장군, 정
승조 장군이 올해 상수(上壽)를 맞으신 백선
엽 장군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백
선엽 장군은 한국군 초대 합참의장과 주요
국 대사를 역임하셨으며 한국의 기간 시설
구축에 큰 공로가 있으십니다. 또한 한미동
맹을 세계에서 가장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
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의 협력 기관인 ‘한국전쟁
참전용사기념비건립재단’, ‘주미한국대사
관’, ‘한국전쟁참전용사전우회’는 참전 용
사의 날을 기리는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
다. 기념식은 11월 11일 워싱턴 한국전쟁 참
전용사 묘지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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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장군(예)

주한미군전우회는 전우회 부회장•코리
아 챕터의 초대 회장으로서 전우회와
한미동맹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신
권오성 (예)장군께 깊은 사의(謝意)를
표합니다. 권오성 장군은 전우회의 설
립 시점부터 전우회와 함께하시며, 전
우회가 한미동맹강화와 발전이라는 유
일한 사명을 가진 영향력과 권위를 가
진 기관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수
행하여 주셨습니다.
한미 양국의 많은 기관과 개인들이 주
한미군전우회가 수행하는 한미동맹강
화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은 권오성 장군 덕분입니다. 인자한
성품과 깊은 통찰력으로 전우회를 지도
해주시고 발전시켜 주신 권오성 장군을
전우회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당신의
다음 소명을 수행해 가실 권오성 장군
께 항상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
합니다. 전우회는 당신의 이 소명이 많
은 이들의 삶에 참된 의미를 가져다 주
고 위대한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기
를 기원합니다.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권오
성 장군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