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주한미군전우회

“숨겨진 영웅들” 뉴스레터
한미 연합사령부의 설립

주한미군전우회(KDVA)는 한미동맹을
대변하고, 한미동맹의 형성 및 양국동맹을
위하여 복무한 모든 이들의 지원을 통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20 – 7 호 2020년 11월
한미 연합사는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약속의 결정체입니다. 참전용사들과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존경과 기대를 받는 이 전우회를 이끌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8년 11월 7일 연합사의 창립일을 맞이하여, 서로가 필연적으로 화합해야 하는
사명을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해온, 중대한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한미 장병들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유업을 함께 이어
나가고자 하는 전우회 회원들과 후원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과 참전용사들을
위한 서로간의 헌신과 열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우리 모두의 사명은 진실로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 미합중국 육군 대장 (예)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 이사장 및 회장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의 한국전쟁 기간 동안 유엔군 사령부가
전투작전을 지휘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안보체계는 전쟁에서 활약했던 연합
안보체계보다 상당히 개선됨을 입증하면서 한국군의 전문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 사령부는 전투 본부로서 창설되었습니다. 이 연합사의 역할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고 필요시 강력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적대행위는 다국적
유엔사령부로부터 발전된 양국간의 연합 방위 체제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연합사는 대한민국에서 60만 이상의 한미 양국의 모든 장병들을 통솔하는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戰時)중에 증원군은 대한민국의 350만 예비군 뿐만 아니라 한반도
외부로부터 온 미군 또한 포함합니다. 만일 북한이 공격한다면, 우리 연합사는 연합 지상군•해군•공군•
해병대 구성군 사령부와 연합 특수전 사령부를 통하여 방어에 나설 것 입니다.

연합사는 한국 육군 4성 장군인 부사령관과 함께 미군 4성 장군
사령관에 의해 지휘됩니다. 이러한 지휘구조를 통해 양국간
인사구성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참모총장이 한국군
장성이라면, 부 참모총장은 미군이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모든
연합사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연합 직계 수립,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술적으로 단결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usfk.mi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의 “알고 계셨나요?” 소셜 미디어의 글 :
"한미 양국이 1953년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조약은 67년전 한미 양국이 상호 합의한
성문화된 특별 서약이자 유일무이한 한미연합의 중추로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두 국가간의 관계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경제, 외교, 문화와 군사의 모든 측면에서 발전하였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72주년 국군의 날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믿을 수 있고 든든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의 동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https:// www.facebook.com/ uskoreanembassy/ videos/785284568699949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이자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추석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동명부대부터 남수단 한빛부대와 아랍에미리트의
아크부대까지, 많은 장병들이 각 부대에서 민속놀이를
즐겼습니다. 병참업무를 위해 오만에 있는 청해부대원들은
다가올 출항을 준비하는 동안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작전을 수행합니다.
약 1000여명의 한국군 장병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 협력을
위해 전 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0월 13일 06시 30분 주한미해군.
오늘은 미 해군의 245번째 생일입니다. 미 해군 장병들은
부산기지에서 한국 해군 관계자들과 함께 미 해군의 창설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평택 지부에서는, 1999년 12
월 출생의 최연소로 2019년에 입대하여 정통직별에서
복무하는 엘리야 롬바르도 일병과, 1961년 출생의
최고령으로 1995년 입대한 버멜 R 파즈 대위와 함께
전통적인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행사 일정
11월 중순: 연합사에 관한 웨비나 개최.
11/ 23: 웨비나에 백선엽 장군님의 영애(令愛
)이신 백남희 여사 초청 및 100세 생신 축하.
자세한 사항은 KDVA.vet에서 확인바람.
12/11: 11월 저널 원고 제출 마감 (kdva.journal@
gmail.com.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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