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tober 13, 2020 
2020 년 10 월 13 일 

Open Letter on the Occasion of the 2020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2020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 관한 공개서한 

To 수신: 
The Honorable Mark Esper, U.S. Secretary of Defense(Host)  마크에스퍼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주최) 
The Honorable Suh Wook,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서 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The Korean and American Veterans of our two organizations thank you for the leadership 
both of you continue to give to the Korea-U.S. Alliance.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upcoming 
SCM -- a most important part of the bi-national governance of the Alliance military 
relationship that provides opportunities for our two countries to go forward together.  That you 
are able to safely conduct the meeting even under conditions of COVID 19 reflects the importance both 
of you place on the relationship.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한미동맹 강화에 헌신하고 있는 두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한미 양국의 군사정책 협의 조정기구로서, 한미 양국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함
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협력의 장(場)입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는 한미안보협의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범세계적 감염병 상황
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결정은 두 장관님께서 한미관
계와 동맹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현시(顯示)한다고 믿습니다.    

As former participants in the Alliance military governance, who care deeply about the 
Alliance, we are hopeful that you will find common ground on the complex issues facing your wise 
judgment.  We hold out high hopes for a very successful meeting.   

한미동맹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미동맹 군사 협의에도 참여했던 전 참가자로서, 
두 장관님께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고 한미 양국의 공통 이해를 도출해 내기
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믿습니다. 

Now is a very important time for the Alliance.  Please know that we stand ready to assist and support you 
in keeping the Korea-U.S. Alliance strong.  In doing so, we can fulfill the legacy of the millions of American 
and Korean Veterans who defended and continue to serve this irreplaceable Alliance. 

지금은 한미동맹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한미동맹을 지속
적으로 강화하는 사명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두 장관님을 지원할 것입니다. 재단과 전우회는 이 사명
을 이행함으로써, 과거는 물론 지금 이순간에도 대체 불가능한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미 
양국의 수백만 참전용사들과 장병들의 유업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Together for the ROK-U.S Alliance”  "위대한 한미동맹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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