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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가 501(c)3 비영리 기관으로 2017년에 설립된 이래 스타트업 규모의 
작은 기관에서 한미동맹을 구축,강화, 후원한 이들과 한미양국의 참전용사, 오피니언 
리더 등을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대의를 위해 연합하는 저명하고 존경받는 단체로 
발전하였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한미 양국의 1,781명의 회원님들과 21,550명 
이상의 페이스북 팔로워 개인들에게 큰 감사를 전합니다. 더 나은 한미동맹을 위한 
이 모든 성과는 60여 곳의 개인과 단체 기부자들로 인하여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전우회 운영 활동 평가를 실시하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을 경우 전우회에서 
동맹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목소리를 더욱 내야 한다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전우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후원이 증대되어 전우회는 
규모는 작지만 더 큰 영향력을 갖는 행사를 더욱 자주 개최하였습니다. 한미동맹과 
참전용사에 관한 정보와 인식을 증대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일례로 전우회 회원, 
협력 단체, 후원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한미동맹 저널”을 분기별로 
발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미동맹 저널은 많은 인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대면 모임에 큰 제약이 있었지만, 전우회는 웨비나 
행사와 온라인/오프라인 행사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전우회는 2020년 총 16개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들 
중 다수는 새로운 협력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를 통해 청중들과 
소통하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우회 회원과 지도부와 
상호작용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KDVA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청년 전문가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미동맹과 관련 주제에 관한 경험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 주요 군 지휘관을 초청하여 ‘역대 연합사 사령관-부사령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역대 연합사령관들은 위기관리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전우회가 개최한 모든 행사는 한미 양국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전우회 지도부와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였습니다. 

전우회의 웨비나, 월간 뉴스레터, 한미동맹 저널은 KDVA.vet의 Digital Library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비디오 영상은 전우회 유튜브 채널(KDVA Youtube )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우회의 접근성과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력을 코로나 사태 
이전 보다 크게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우회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회원수가 22%가 증가하였으며, 페이스북 조회수 90%가 증가, 웹사이트 조회수 
310% 증가, ‘미국세계문제협의회’, ‘코리아소사이어티’, ‘헤리티지 재단’ 등 저명한 
씽크탱크들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우회 내•외부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KDVA 통번역 
부서를 구축하였습니다. KDVA 통번역 부서를 통해 전우회 활동을 지원하며 한국 
국민들께 전우회 활동과 메시지를 더욱 잘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우회는 2021년에 계획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전우회는 “국방(Defense)과 외교(Diplomacy), 위대한 한미동맹을 
위하여”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우회는 한미동맹과 북한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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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협상을 비롯한 관련 사안은 국방과 외교 영역 모두를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021년 전우회가 계획하는 핵심 행사는 ‘3D 시리즈; 국방
(Defense), 외교(Diplomacy), 담론(Dialogue)’으로 한미 양국의 고위 관료를 초빙하여 
동맹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외교•안보 분야로 
활동을 확장하여 동맹과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국방, 보건, 기술 산업 
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전우회는 동맹을 강화하고 전우회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감동적인 사연과 동맹과 참전용사에 관한 열정과 
헌신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우회는 2019년 전우회 후원자 분들에 대해 충분한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2020년 1월 전우회와 전우회를 위해 기금을 모금하는 협력 기관인 
한미동맹재단은 주요 후원자들께 감사를 전하기 위한 합동서신을 작성했으며 이들의 
공로를 더욱 인정하고 더 많은 감사를 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기여자들이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 해도, 전우회는 이들의 후원이 한미동맹과 
참전용사에 대한 엄청난 헌신과 열정임을 믿고 있으며 이에 전우회는 모든 행동에 
있어 이들의 열정과 헌신에 보답할 것입니다.

전우회는 대체불가능한 한미동맹과 참전용사를 지원하는 일원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그 누구라도 한미 양국 국민을 위해 더더욱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우회에 가입하는 것을 독려할 것입니다.

 “위대한 한미동맹을 위하여”



전우회는 예산의 73.2%를 ‘프로그램/행사’에 지출26.8%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운영’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71.2%를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28.8%를 운영비에 투자했던 
2019년 전우회의 예산 활동보다 향상된 성과입니다. 

전우회는 전우회를 위해 기금을 후원하는 한미동맹재단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원 가입을 위하여 회원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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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VA 예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국제적인 전염병 상황에서도 전우회는 한미동맹과 참전용사를 지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우회의 2020년 주요 프로그램/활동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장 행사
• 주한미군전우회 지역 분회 설립을 위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아시아-태평양 안보학 센터에
              전우회 와 한미동맹재단 대표단 파견 (2월)
•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및 보훈처장 초청으로 워싱턴D.C에서 만남(2월)
• 주한미군전우회 만남 행사, 워싱턴 D.C (2월)
• 허드슨 연구소와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 주한미군전우회 지도부 참여 (3월과 5월)
•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챕터 리더십 전환 회의 (4월)
• 미8군 코로나 대응 지원 (4월)
• 한국전쟁 70주년 (6월 25일)
•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제6차 한미동맹 포럼  공동개최 (7월, 서울)
• 휴전협정 67주년 (7월 27일)
• 주한미군전우회 이사장 및 회장 이임식 (10월)
• 2020주한미군전우회-한미동맹재단 기념의 밤, 워싱턴 D.C (2021년 서울로 연기됨)
• 신규 입대 장병 (사병, 부사관, 장교) 대상 교육 컨퍼런스 (11월)
• 미 육군협회와 주한미군전우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회의 (코로나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
• 참전용사 대한민국 재방문 프로그램 (코로나로 인해 보류됨)
•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 및 ‘역대 한미연합사 사령관-부사령관 포럼’ (12월)

웨비나
• 스팀슨센터&세계문제협의회와 웨비나 공동 개최 (6월, 9월, 10월)
• 주제: 한미연합사 위기 관리 (6월)
• 주제: 한국전쟁 참전용사 (6월)
• 주제: 유엔사령부 (7월)
• 주제: 故백선엽 장군 추도식 (7월)
• 주제: 한미연합사 지휘소 훈련 (8월)
• 주한미군전우회 인턴십 웨비나 (9월)
• 한국 방위 재향군인 웨비나 (9월)
• 스웨덴 씽크탱크 ‘안보발전정책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11월)
• 주제: 한미연합사 (11월)
• 故 백선엽 장군 100세 생일 기념 웨비나 (11월)

KDVA 디지털 도서관 (https://kdva.vet/digital-library/).
• 주한미군전우회 인턴십 프로그램
•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억하며” 캠페인
• 주한미군전우회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 일간 뉴스 업데이트
• 주한미군전우회 “보이지 않는 영웅들” 월간 뉴스레터
• 주한미군전우회 계간지 “한미동맹 저널” 발간
• 전우회 웨비나 영상 및 기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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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0 년  주 한 미 군 전 우 회 
프 로 그 램 / 활 동  내 역

http://www.kdva.vet/digital-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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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D V A  사 명 :  

주 한 미 군 전 우 회 는  한 미 동 맹 을  강 화 하 고  지 원 하
며 ,  한 미 동 맹 을  위 해  헌 신 한  모 든  이 들 을  지 원 하
는  것 을  사 명 으 로  삼 고  있 습 니 다 .

비 전 :
주 한 미 군 전 우 회 의  사 명 은  한 미 동 맹 이  한 미  양 국  국 민 들 의 

평 화 롭 고  안 전 한  삶 을  영 위 하 기  위 한  비 전 을  지 지 한 다 .

M O T T O :
“ 위 대 한  한 미 동 맹 을  위 하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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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는 다음의 우선사항을 
실천하여 전우회의 사명을 완수한다:

포럼, 소셜미디어, 소식지, 연구 및 행사를 통해 양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한미동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한미동맹을 대변하고 강화한다.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했던 혹은 헌신하는 현역들, 
공직인사들과 그 가족들의 공로를 인정하며 지원한다.  

전우회 회원들에게 전문적인 인적 네트워크, 멘토링, 
봉사활동,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한 참전용사들을 
지원하고 예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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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KDVA.VET/MEMBERS/). 코로나로 
인한 범 세계적 유행병 상황에도 전우회는 2020년 전년도 대비 회원수를 21%  
증가시켰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우회 회원가입 혜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 한미동맹을 지원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의 일원이 
되실 것을 초대합니다. 
•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식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복무하였던 전우회 회원들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포럼, 웨비나를 비롯한 여러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리더십 직책, 인턴, 자원봉사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분기별 저널에 투고 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 회원은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 회원
• 주한미군, 연합사, 한미 국방부, 미군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 연합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카투사 예비역
• 미군 혹은 미국방부에 소속되어 한국방위근무장 (Korea Defense 
Service Medal) 수훈 조건에 충족 되는 사람
o 30일(연속) 혹은 60일(근무 일 총합) 이상을 한국에서 근무해야 함
o 한국방위근무장 수훈기준은 2019년 3월 부로 미 육군 규정 600-2-
88, 2-22절의 군인상훈에서 개정됨 (발췌보기)
• 대한민국 법 혹은 규정에 대한 결격 사유 없이,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에서 과거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중인 한국 군무원

제휴 회원
•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성인
• 한미동맹에 관심있는 대학생

명예회원
• 한미동맹 강화에 혁혁한 공로가 있으며 동맹에 헌신하는 한미 
인사
• 한미동맹과 관련한 근무 경험이 있는 한미 정부의 전•현직 인사

 

주한미군전우회 회원가입 혜택

http://kdva.vet/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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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 

Gen. (Ret.) Vincent K. Brooks
CHAIRMAN

Gen. (Ret.) Curtis M. Scaparrotti
U.S. VICE CHAIRMAN

Gen. (Ret) Leem, Ho-Young
ROK VICE CHAIRMAN

Gen. (Ret) Jung, Seung Jo
37TH CHAIRMAN OF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Lt. Gen. (Ret.) David Valcourt
FORMER COMMANDING

 GENERAL, EIGHTH ARMY

Lt. Gen. (Ret.) JD Johnson
FORMER COMMANDING 
GENERAL, EIGHTH ARMY

Lt. Gen. (Ret.) Bernard Champoux
FORMER COMMANDING 
GENERAL, EIGHTH ARMY

Maj. Gen. (Ret.) Lee, Seo Young
FORMER DEFENSE ATTACHÉ 

TO THE UNITED STATES

CSM. (Ret.) Troy Welch
FORMER CSM, UNC/CFC/USFK

CSM. (Ret.) Robert Winzenried
FORMER CSM, EIGHTH ARMY

Col. (Ret.) Rocky Harder
KWVA REPRESENTATIVE

Mr. Kim, Jong-Wook
KATUSA VETERANS ASSOC. 

REPRESENTATIVE

때때로 사람들은 시간과 열정을 내어 자신이 믿는 신념과 그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관에 헌신하는 것의 위대
한 가치를 잊곤 합니다. 주한미군전우회 이사회의 모든 분은 한미동맹을 위해 시간과 열정을 내어 행동으로 옮기고 
계신 분들이며, 이에 주한미군전우회는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사회 임원 모든 분은 수 십년간 한미동맹을 위해 복
무하며 한미동맹을 증진한 분들입니다 .
이사회 임원들의 참여와 지원으로 전우회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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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 

Gen. (Ret.) Vincent K. Brooks
PRESIDENT

Col. (Ret.) Steve Lee
SENIOR VP OF OPERATIONS

Col. (Ret.) Doug Morrision
EXECUTIVE DIRECTOR

Earlene Hollerith
ASSISTANT TO THE PRESIDENT

주한미군전우회 본부 일동은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지원하는 사명을 가진 전우회의 일원인 
것에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얼린 홀러리스 보좌관은2020년 1월에 주한미군전우회에 합류하였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전우회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능력, 프로젝트 진행 
능력 , 탁월한 멀티태스킹 능력, 책임 의식을 통해 전우회는 홀러리스 보좌관을 
전우회의 저널 부편집장, KDVA 인턴십 프로그램 부차장, 통번역팀 부차장의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부여된 역할에서 홀러리스 보좌관은 전우회 웹사이트 트래픽 310% 증가, 페이스북 
조회수 90% 증가, SNS 트래픽 증가, 회원 수 22%의 증가 등의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한미동맹에 대한 많은 식견을 얻게 되었고 한미동맹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진 지속적인 
영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한국인과 미국인이 공유하는 강한 유대감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작은 규모로서 기여하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이 저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홀러리스 보좌관님, 주한미군전우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원활히 나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행하셨던 모든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 얼린 홀러리스 회장 보좌관



2020 주한미군전우회 연례 보고서 10

주한미군전우회는 다음 후원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한미동맹을 위한 이들의 열정과 헌신은 한미동맹과 참전용사들을 생각하는 한미 양국의 국민들께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KDVA 파트너

KUSAF & KDVA 기부자 

주한미군전우회의 다음 협력기관은 한미동맹과 참전용사들을 지원하는 전우회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큰 도
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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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회 회원

KDVA’s Quarterly “ROK-U.S. Alliance” Journal 
“한미동맹 저널”

다음은 사진과 글로 표현한 주한미군
전우회의 2020년 활동 내역입니다 …

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숨겨진 영웅들의 
헌신적인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전 참전 
용사를 기억하며” 캠페인을 발족하였습니다.

Read Story, Click Here.

한미동맹저널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확인하세요: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10KDVA ROK-U.S. Alliance Journal: Issue 2020-2

S p e c i a l  P l a t i n u m  E d i t i o n

Dear Mom and Dad,
 
Received your letter of the 16th yesterday. We are now 
3/4 of Seoul secured. Our Regiment/1st Marine had the 
privilege and hard task of going through the heart of the 
city and it was hard with resistance heavy. Our casualties 
were not too bad though. Yesterday and last night our 
Battalion was given a rest, much needed. As ROK forces 
came into Seoul to relieve us for a spell. 
 
Sept. 25th almost spelled doom for this company I’m with. 
We made a big push the 24th and our flank companies 
were pinned down by the enemy. Only our H Company 
could advance. We lost communication with everyone and 
got lost behind enemy lines and Emplacements. For 16 
hours straight we were seeing heavy fire from every side. 
 
Believe me we prayed a lot and someone else must have 
been praying hard too. For with God’s will did we finally 
gained communication and fought our way out of the 
trap back to our lines. But it’s over with now and with 
yesterday’s rest we’re ready to take the rest of the city. It’s 
much harder in a city than out in the hills and mountains. 
 
We receive very little, if any, news at all pertaining to the 
armies down south. But we do believe it won’t be long 
before this is over. I believe I’ve lost close to 25 lbs so far. 
But some good meats (not rations) and some sleep would 

put that back on. Hope you write often. You don’t know 
how good it is to receive mail over here especially after 
the past two weeks. I wish I had time to write to everyone 
individually but that’s impossible. 
 
Hope they write though. The days are warm and the nights 
very cold. Sure hope we don’t have to fight during the 
winter months. In another week or so we should be taken 
off the line and return to a rest camp known as de lousing 
camp. It sure will be good and get new clothes. If you’d like 
to send a box, I could use some heavy socks and a muffler. 
You could add some goodies.
 
Thinking of you mother and dad and everyone. God bless 
you all. 

All my love, Bob

Submitted by Janice Extrom Sheridan

ROBERT EXTROM’S LETTER TO HIS 
PARENTS, SEPTEMBER 28, 1950

분기별 저널은 각 호마다 한국전쟁과 한국에서 복무한 재향군인, 전략과 안보, 한국과 미국의 문화, 한국에서의 
복무, 한미동맹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2021년에 주한미군전우회는 한국어로도 저널을 게재할 

것입니다. 현재는 디지털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전우회는 대한민국과 미국에 인쇄본을 출판한 스폰서들을 
찾아나설것입니다.

주한미군전우회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저널을 확인하세요: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https://kdva.vet/2020/03/31/kdvas-rok-u-s-alliance-journal-issue-2020-2/
http://www.kdva.vet
http://www.kdv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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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구 공사관에서의 주한미군전우
회 만남 행사

70명이 넘는 회원들, 한미 양국의 정부인사, 연구소 
학자들, 참전용사들과 한미동맹의 후원자들이 2020
년 2월 28일 워싱턴DC에 있는 구 대한제국 공사관에 
모였습니다. 전우회 만남 행사는 분기별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한미대사 해리 해리스는 
위대한 한미동맹을 지원하는 주한미군전우회의 
중요성에 대한 간략한 연설을 위해 워싱턴으로 가는 
방문길에서 시간을 내주어 참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전우회가 이러한 사교적이고 전문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를 시애틀, 
뉴욕, 오스틴 및 그 외 전우회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 
탐색중인 지역들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전우회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사진들을 확인하세요:

KDVA Meet & Greet at Old Korean Legation Building 
(Washington, D.C.)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https://kdva.vet/event/kdva-meet-greet/?event_date=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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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과 2층은 대한제국 공사관이 
운용되었던 19세기 후반 원조 양식에 
충실하도록 역사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3층은 
방문객들에게 역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서 전시회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공사관 건물의 가이드 동반 여행을 
위해 온라인 예약이 요구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웹사이트에서 방문을 계획하세요:
Old Korean Legation – Cradle of the Korea-
U.S. Friendship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한적이 
없으시다면, 공사관을 방문하셔서 
일체의 비용 없이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https://oldkoreanlegation.org/en/
https://oldkoreanlegation.org/en/
https://oldkoreanlegation.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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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 연구소 제휴관계 체결

2020년 3월 4일에 전우회는 “자유로의 불시착: 전직 북한군들의 이야기들”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허드슨 
연구소와 파트너쉽을 맺었습니다. 전우회 선임 부회장인 스티브 리 대령(예)은 북한 새터민이 2017년 11
월에 북한군들에 의해 피격되는 와중에 공동경비구역을 가로질러 달렸을 당시, 유엔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 
비서관으로서의 경험을 언급하였습니다.

참가한 패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패트릭 M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의장, 허드슨 연구소 (사회자)
• 스티브리 미 육군 대령(예), 주한미군전우회 선임 부회장.
• 오청성씨는 북한군 판문점 헌병 부대에서 운전병이었습니다. 오씨는2017년 11월 13일 군용 트럭을 
몰고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고 DMZ를 경유한 후 그의 북한군 동료들에게 사격을 받는 동안 대한민국 측을 
향해 내달려서 탈북하였습니다. 오씨가 자유를 위해 대담하게 탈출한 감시카메라 장면과, 그의 부상 소식과 
회복이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몸에 5발의 총알이 박힌 중상에도 불구하고 오청성 씨는 고난을 
딛고 생존하였으며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 이웅길 씨는 조선인민군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11군단 특작부대 요원이며 북한 인민해방전선이라는 
단체의 회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씨는 대학 학위를 이수 중 탈출했던 11군단 특작부대의 부대원이었습니다. 
그는 북한군인들이 처한 곤경과 그들이 자유를 찾으려는 동기부여를 설명하였습니다.

전우회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영상을 확인하세요:
Webinar Videos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https://kdva.vet/digital-library/#1600366961424-9987ed1a-4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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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 지원

주한미군전우회 한국지부 회장인 이서영 소장(예)이 미 8군의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식음료를 
전달하고자 2020년 4월 20일 미 육군 험프리 기지에 있는 미 8군 부대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소장(예)의 훌륭한 리더십 아래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챕터는 미8군과 주한미군과의 인적 교류를 
증가하였습니다. 이서영 소장(예)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전우회의 활동을 더더욱 지지하고 
협력하기 위해 지부의 통솔력을 신장시켰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챕터 회장 
이서영 소장(예)을 만나며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챕터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이 서영 소장
(예)을 찾는 일은 매우 쉬울 것입니다. 행사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을 찾으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서영 소장(예)은 환한 
미소로 미군, KDVA 코리아 챕터 행사, 한국과 미국에서의 경험, 
한미동맹을 향한 평생에 걸친 사랑과 열정을 한국어와 영어로 
유창하게 이야기 해 주실 것입니다. 

Check out his bio at 다음의 사이트에서 그의 약력을 
확인하세요:
Maj. Gen. (Ret.) Lee, Seo Young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
vet)
 

https://kdva.vet/leadership/
https://kdva.vet/leadership/


에이미 피셔 – KDVA 웹페이지/소셜 미디어 담당자
피셔 이벤트사의 에이미 피셔 여사에게 전우회를 위한 그녀의 뛰어난 그래픽 및 
소셜미디어 작업에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 큰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Fisher Events - Event Market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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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의 첫번째 웨비나

2020년 6월 2일, 전우회는 웨비나 시리즈를 시작했으며, 첫번째 세션으로서, 주제는 “위기속에서의 연합사령부의 
지도력”이었고 전임 연합사 사령관 월터 샤프 대장과 전임 연합사 부사령관 정승조 대장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연합사 내 사령부, 참모간 협력, 위기 관리, 위기 상황 시 의사결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전우회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 동맹과 연합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에 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주소로 웨비나를 시청하세요:

Webinar Videos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전우회는 첫번째 웨비나에 관한 긍정적인 피드백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샤프 
회장님과 정승조 회장님의 깊은 통찰력에 찬사를 보냈으며 두 전문가의 의견이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의견을 
보완하는 것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초대, 참석, 흐름, 논의 내용 등 행사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행사 진행 
과정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사 시작 전 대기실에 연결되어 연사들과 상호작용 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습니다.

http://www.fisherevents.net
http://www.kdv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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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체결- 스팀슨센터&
세계문제위원회

2020년 6월 15일 주한미군전우회는 “왜 미국인들은 한국과 
한미동맹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로 다루어지는 웨비나 
시리즈를 진행하기 위해 스팀슨센터와 세계문제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단체는 본래 미국 전역의 세계문제위원회 지부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해 우리는 웨비나로 행사 형태를 
전환하였습니다.

현장 행사를 개최하기에 안전하다면, 우리는 이 세미나를 
2021년에 미 전역에 걸친 현장 행사로 열 것입니다. 

전우회 디지털라이브러리에 영상이 있습니다.:
Webinar Videos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전우회 선임 부회장인 스티브 리 
대령(예)은 북한이 실패한 국가로 전락하는 동안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세계의 리더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https://kdva.vet/digital-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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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예우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전우회는 한국전쟁동안 복무했던 참전용사들을 예우하기 위해, 2 부로 나누어진 한국전쟁 70
주년 웨비나 시리즈 중 1부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한국인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존중을 나눌 기회를 제공한 
후원자들과 전우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샤론 엑스트롬 여사는 한국전 참전용사이신 
로버트 밥 엑스트롬의 영애이십니다: 

부모님을 보살피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후 엑스트롬 여사는 우연히 아버지의 군 
복무기간 동안 얻은 수집품과 훈장이 담긴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엑스트롬 
여사는 이들을 전시하여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노환으로 응급대원의 
도움이 필요했던 어느 날, 엑스트롬 여사는 아버지의 상장과 전쟁훈장을 보고 놀란 

응급대원들의 표정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응급대원들은 아버지를 살피며 아버지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엑스트롬 여사는 이 사실이 매우 자랑스러웠으며 처음으로 아버지의 군 복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를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엑스트롬 여사는 
아버지가 혼자 간직해온 기억들을 세상과 공유하기 위해 아버지를 참전용사 퍼레이드와 다른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엑스트롬 여사의 자세한 이야기와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전우회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하세요: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http://www.kdva.vet
http://www.kdv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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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한미동맹재단 공동 개최 
웨비나: 한미동맹의 영속성

2020년 6월 26일, 전우회는 우리 참전용사의 유업을 잇는 것에 관한 한국전쟁 70주년 웨비나 시리즈의 2부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우회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웨비나를 확인하세요: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http://www.kdv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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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한미동맹 최고의 

리더이자 멘토에게 감사를 
표하다

월터 샤프 대장(예) (사회자)
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전 주한 미국 대사
 
안호영 대사
전 주미 한국 대사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
 
정승조 대장(예)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예)
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은 2020년 7월 17일 한미동맹 최고의 리더와 멘토였던 대장이자 대사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향년 99세로 2020년 7월 10일 별세했습니다.  

홍보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저명한 한미 인사들이 참석하여 백선엽 장군을 기리고, 그와 함께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웨비나는 주한미군전우회 
전자도서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웨비나는 총 1시간 분량으로, 
전체를 시청하기 어려운 
시청자를 위해 동 웹사이트에 
각 참여자 별로 3-5분 정도의 
짧은 클립도 탑재되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대장(예)
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데이비드 벨코트 중장(예)
전 미8군 사령관

전인범 중장(예)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버나드 샴포 중장(예)
전 미8군 사령관
 
이서영 소장(예)
전 주미 한국 국방무관
 
로버트 원제리드 원사(예)
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주임원사

http://www.kdva.vet
http://www.kdva.vet
http://www.kdv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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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사령부 관련 주한미군전우
회 웨비나
2020년 7월 27일, 주한미군전우회는 유엔군 사령부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웨비나는 주한미군전우회가 
유엔군 사령부와 같은 주제에 대해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월등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군 사령부와 한반도의 전쟁을 중지시킨1953년 7월 27의 정전협정 서명을 주목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군 사령부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 웨비나를 통해 
유엔군 사령부의 임무와 한미연합사령부 및 대한민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반도와 주변 역내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수행하는 필수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혔습니다. 

웨비나 동영상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http://www.kdv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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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 웨비나: 백 대장 영
애, 선친께 감사를 표하다

2020년 7월 30일, 백선엽 대장의 영애, 박남희 여사가 선친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주한미군전우회와 나누었습니다.

웨비나 동영상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http://www.kdv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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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연합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주한미군전우회 웨비나

제 2차 세계대전과 6 · 25 전쟁, 그리고 베트
남 전쟁 참전용사의 아들,
버나드 샴포 장군를 만나다 …

2020년 8월 13일, 주한미군전우회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소 훈련(CPX)의 중요성”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지휘소 훈련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훈련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훈련을 통해 익숙해져아 
하는 시나리오, 혹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시나리오 등을 바탕으로 한다. 해당 훈련에는 한미연합사령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주한미군, 유엔사령부를 비롯한 기타 해당 예하부대들의 지휘관 및 참모가 참여하며, 
북한에 대한 준비태세와 억제력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웨비나는 주한미군전우회가 보유한 여러 강점 중 고위급 지휘관 및 관계자를 통한 전문성이 주목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웨비나 동영상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버나드 샴포 예비역 중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8군을 지휘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대 방위산업체인 
한화디펜스의 워싱턴DC 지사에서 부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한화의 장기적인 스폰서십과 
후원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샴포 중장은 또한 주한미군전우회 이사회 회원으로 자원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부분 보다도 제 2
차 세계대전과 6 · 25 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가장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샴포 
장군과 그의 가족이 한미동맹을 위해 노력해온 지난 수십 년을 감안한다면, 샴포 장군의 가족만큼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파트너쉽에 헌신해온 사람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샴포 중장과 가족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샴포 중장에 대한 추가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http://www.kdva.vet
http://www.kdv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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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 파트너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KF94 마스크 5000장을 미국 참전용사 위해 기부 

2020년 8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KVA)와 본부와 워싱턴 DC 지부가 5,000개의 KF94 마스크를 기부하고 
주한미군전우회를 통해 지역 참전용사 기관들의 코로나-19 대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수백만의 회원과 미국 내에 여러 지부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보훈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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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는 재향군인회가 기부한 KF94 마스크를 워싱턴 DC에 위치한 참전용사 보훈시설의 참전용사들과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2020년 9월)

주한미군전우회 파트너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KF94 마스크 5000장을 미국 참전용사 위해 기부 

나아가 주한미군전우회는 KF94마스크를 버지니아 주 스털링 지역의 팔콘 랜딩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팔콘 랜딩은 퇴역 장교를 비롯해 군에서 명예롭게 제대한 이들, 고위 연방 공직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및 유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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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는 KF94 마스크를 미국 재향군인회와 외국전참전용사회에 전달했습니다. (2020년 9월)

주한미군전우회는 KF94 마스크를 버지니아 주 벨부아르 우즈에 위치한 페이펙스 주민들과 

주한미군전우회 파트너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KF94 마스크 5000장을 미국 참전용사 위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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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슨 센터 및 국제문제협회와 주한미군전우회의 파
트너쉽

2020년 9월 8일, 주한미군전우회는 “미국인이 한국과 한미동맹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웨비나 
시리즈를 계속하기 위해 스팀슨 센터와 38노스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문제협의회와의 파트너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팀슨 센터의 프로그램 메인 코디네이터인 클린트 워크 박사가 웨비나에서 사회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워크 
박사의 개회사에서 그는 한국과 지역사회의 관계와 한미동맹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디아나와 
켄터키에서 발언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 미국인들이 한국과 한미동맹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를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켄터키와 남부 인디아나 국제문제협의회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지역” 온라인 이벤트 진행한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과 대한민국간의 몇몇의 두드러진 관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6 · 25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921명의 인디아나와 켄터키에서 각각 921
명, 886명이 3년 간의 전쟁 동안 목숨을 잃었으며, 이에 더해 한국전쟁에 참전했거나 이후 흐른 70년 간 
대한민국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수만 명에 이릅니다. 

오늘날, 인디애나와 켄터키 두 주는 대한민국과의 무역을 통해 총 약 2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는
10,000여명의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켄터키 주의 루이빌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7년 9월,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큰 철강회사인 포항제철의 1900만 달러 규모 철강공장이 루이빌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약 20,000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인디애나나 켄터키를 고향이라 부릅니다. 제가 결론은 한국이 남부 
인디아나와 켄터키에서 멀게 느껴질지 몰라도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많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웨비나 동영상–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Gen. (Ret.) Curtis M. Scaparrotti
Former 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 and 

Commander, US European Command (2016-2019) and 
Commander, US Forces Korea (2013-2016)

Dr. Clint Work (Moderator)
Fellow for the Secuirty for a New Century and 

38 North Programs @ Stimson Center

http://www.kdv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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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 인턴쉽 프로그램에 대한 
웨비나 및 
주한미군전우회 의장 겸 회장 주관 토의

2020년 9월 10일, 주한미군전우회 인턴쉽 프로그램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여 회원 및 후원자들께 
프로그램을 알리고2020년 10월 1일에 시작할 예정인 차기 인턴쉽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들을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본 행사 중 주한미군전우회 인턴들과 주한미군전우회 의장 및 회장인 월터 샤프 장군 간 한미동맹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웨비나 동영상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주한미군전우회 인턴쉽 이후 연구원이자 선임 랭귀지 
전문가로 활약 중인 홍석기 연구원을 만나다

홍석기 연구원은 주한미군전우회 인턴으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 이를 
토대로 이후 주한미군전우회에서 두 개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한미동맹과 참전용사들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주한미군전우회 연구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주한미군전우회 랭귀지 
팀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는 호주 시드니의 맥쿼리 대학교에서 
번역과 해석 연구를 비롯해 국제 관계 석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주한미군전우회를 위해 본 리포트 번역을 포함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자원해서 들여주는 홍석기 연구원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LinkedIn 프로필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nkedin.com/in/

http://www.kdva.vet
http://linkedin.com/in/hsg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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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참전용사에 대한 웨비나 시리즈 시작을 위한 
부사관협회(NCOA)와의 주한미군전우회 파트너쉽

2020년 9월 17일, 주한미군전우회는 한국 전쟁 참전용사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 한미동맹을 수호하는 데 
공을 세운 한국인 참전용사들의 중요한 공헌에 대한 웨비나 시리즈를 기획하기 위해 미국 부사관협회와 
파트너쉽을 맺었습니다.

본 웨비나를 통해 각계각층의 한국인 참전용사들이 경험을 공유하며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왜 한반도 근무가 특별한지에 대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KDVA 인턴이 저널에 쓴 기사의 일부입니다:

모든 주한미군들은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고자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같이 갈 것을 
권유했다. 루헤 중위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게 마치 꿈 같다고 말했으며, 험프리 캠프에서 시골생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도에서 도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한국은 제 커리어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회상하며, “다시 고르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한국에 
오면 끝없이 탐험과 모험을 즐기고 원하는 무엇이든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남편과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방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편과 아들, 딸과 함께 험프리 캠프에 살고 있는 올몬드 여사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훌륭한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어 “축복이었다”면서 남편과 함께 목사직을 시작했다.

웨비나 동영상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KDVA ROK-U.S. Alliance Journal Issue: 2020-4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http://www.kdva.vet
https://kdva.vet/2020/10/05/kdvas-rok-u-s-alliance-journal-issue-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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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전우회 명예회장, 
김종욱 님을 만나다

스위스포트 코리아의 CEO직을 역임하고 계신 김종욱 명예회장은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카투사 부대원으로 근무하며 관련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카투사 부대는 맥아더 장군이 
창설한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한 부대로, 이는 
미국인과 주한미군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의 한미동맹에 대한 일생의 열정과 헌신에 불을 붙였다. 
김종욱 명예회장은 그의 경력 동안 네 회사 및 기관의 CEO, 
주한미군전우회를 포함하여3개 기관의 고문 및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김종욱 명예회장께서 전우회 이사진으로서 
보여주시는 리더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dva.vet).

미군 부사관협회 전무 
이사,조 테리 원사(예)를 
만나다!
조는 훌륭한 전우이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정직하고 이타적이며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며, 
한국에 대한 사랑과 깊은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는 
군생활의 마지막 9년을 한국에서 복무했고, 이후 한국에서 
컨설턴트로 12년 이상 더 근무했습니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딸 한명이 있으며,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거주 중입니다. 
주한미군전우회는NCOA와 KDVA간의 파트너쉽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데 조가 준 도움에 깊게 감사드립니다. 

웨비나 동영상 (www.ncoa.org)
 

https://kdva.vet/team/mr-jong-wook-kim/
http://www.nco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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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 챕터와 육
군사관학교

2020년 9월 18일, 주한미군전우회 대한민국 지부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와 함께 6.25 전쟁에 참전한 미 
육군사관학교의 1948년도 졸업반을 기리는 기념비 공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948년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임관한 장교 301명 중 103명이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이 중 17명이 전사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이와 같은 특별한 자리를 기리기 위해 제막식에 앞서 사관생도단 열병을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는 웨스트포인트 1950년, 1949년, 1948년 졸업생을 위한 기념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1945년, 1946년, 1947년, 1951년 졸업생 기념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이 
제막식에서 육군사관학교와 미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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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슨 센터 및 국제문제협의회와의 주한
미군전우회 파트너쉽 지속

2020년 9월 30일, 스팀슨 센터와 
국제문제협의회 및 주한미군전우회가 “
미국인이 한국과 한미동맹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웨비나 
시리즈를 재개했습니다.

웨비나 동영상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신임 주한미군전우회 의장 및 회장 취임 인사

Gen. (Ret.) Vincent K. 
Brooks

CHAIRMAN

2020년 10월 1일, 빈센트 브룩스 대장(예)가 주한미군전우회의 의장 및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브룩스 신임 회장은 취임연설에서 전임자 월터 샤프 대장(예)에게 
주한미군전우회가 한미동맹을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위치로 이끌어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회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많은 세대를 걸쳐 참전용사들의 약속을 
반영하는 한미동맹을 옹호하고 교육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브룩스 대장은 또한 주한미군전우회 후원자들에게 감사인사와 더불어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KDVA의 프로그램과 행사, 소통 및 활동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를 강화하고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전우회는 한미동맹재단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후원자들에게 피드백이 있으면 언제든지 
듣겠다는 발언도 남겼습니다. 
브룩스 대장의 취임 연설문:
General Brooks’ Inaugural Message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http://www.kdva.vet
http://www.kdva.vet
https://kdva.vet/2020/10/01/general-brooks-inaugural-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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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 인턴쉽 프로그램 
2020-2021
올해는 KDVA 인턴쉽 프로그램이 개시된지 맞는 두 번째 해로서, 한미 다양한 배경에서 KDVA의 임무와 회원들에 
관심을 키우고 있는 7명의 대학생을 맞이했습니다. 인턴들은 한미동맹과 관련 주제를 배우고, 값지고 전문적인 
경험을 통해 본인의 기술을 발전시켜 네트워크를 쌓고 한미동맹에 공헌하는 등의 활동을 위해 선발되었습니다. 

KIP는 연구 인턴과 이벤트 관리 및 지원 인턴의 인턴쉽을 제공하며, 1년 간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  한미동맹 관련 주제 연구
•  KDVA 저널, 웹페이지, 뉴스레터,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실릴 한미동맹 기사 작성
•  연구 합동 프로젝트를 위한 학문적인 기관과 신설 전문기관과 협동
•  서울과 워싱턴 DC에서의 행사 지원
•  소셜 미디어 지원
•  각 인턴은 6개월 및 12개월 프로젝트 진행. 일부는 KDVA 한국 101 및 한미동맹 101 프로젝트 진행
•  교내에서의 참전용사 동아리 창설 등 

추가 정보는 KDVA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https://kdva.vet/internships/


2020 주한미군전우회 연례 보고서 34

스팀슨 센터와 주한미군전우회 파트너쉽 
유지 … 국가 안보에 대한 클레멘츠 센터 
추가
2020년 10월 6일, 스팀슨 센터와의 주한미군전우회 파트너쉽이 오스틴의 택사스 대학교 국가 안보에 대한 
클레멘츠 센터를 포함하기 위해 연장되었습니다. 웨비나를 통해 견문이 넓은 논평이 제공되었으며 한반도를 
비롯해 한국 지역 전체와 미국 간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청중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군사적 동맹에서부터 깊은 경제적 유대관계와 크고 활기찬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한국간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웨비나 동영상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Gen. (Ret.) Vincent K. Brooks
President,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 

and Clements Center Senior Fellow

Dr. Sheena Chestnut Greitens
Associate Professor at the LBJ School of 
Public Affairs at UT-Austin and Clements 

Center Senior Fellow

http://www.kdv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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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미 국
방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

워싱턴 DC에서 한미 안보 협의회 전날인 2020년 10월 14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중요한 
한미동맹 회의를 계기로 하여, 미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와 대한민국 국방장관 서욱에게 감사과 소망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은, “복합적인 여러 사안에 대해 현명한 
판단으로 공통된 의견을 찾길 바라며, 참전용사로서 … 저희는 두분의 리더쉽이 중요함을 알고 있으며, 
두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는 회의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언급하며 두 단체가 
이어온 동맹 관련 파트너십과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브룩스 회장과 정승조 회장 또한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계속 굳건하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며, “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동맹을 지켜온 미국과 한국의 수백만명의 참전용사들의 유산을 이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KDVA 웹사이트에서 서한을 확인할 수 있다:
KDVA & KUSAF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Letter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https://kdva.vet/2020/10/12/kdva-kusaf-security-consultative-meeting-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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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 챕터가 제 7회 임
원회의를 주관하다
2020년 10월 21일,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 챕터 회장 이서영 소장(예)가 제 7회 주한미군전우회 임원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이 소장은 새로운 선임 임원들을 맞이 했으며, 회원수를 높이는 방법과 챕터 활동을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와 안보개발정책연구소와의 주
한미군전우회 파트너쉽
2020년 11월 6일, 주한미군전우회가 
안보개발정책연구소 코리아 챕터과 협업하여 
대한민국 작전통제의 전면적 전환에 대해 가능한 
영향을 토론하는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개발정책연구소는 한국과 미국에서 
인정받아 선입 연사들을 섭외할 수 있는 능력과 
21,500명 이상의 페이스북 팔로워를 가진 
주한미군전우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연사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논의했습니다:

•  전작권 전환의 원동력은 무엇이 있는가?
•  전작권 전환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  UNC와 NNSC는 어떻게 영향받을 것인가?
•  한반도 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웨비나 동영상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http://www.kdv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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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 챕터, 한미동맹 교
육 컨퍼런스 개최

2020년 11월 6일,  코리아챕터는 험프리 미군기지에서 한미동맹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미8군, 2사단,  501 
군사 정보 여단, 제 1통신 여단을 비롯한 기타 소속에서 80명 이상의 초급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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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사를 2020년 11월 19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처음으로 진행했으며, 대략 60명의 초급 군인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코리아 챕터가 향후 서울 지역 외의 미국인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활동과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현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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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주한미
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 웨비
나

2020년 11월 18일, 한미연합사령부가 1978년 11월 7일에 설립된 것을 기념하여,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중요성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웨비나에서는 전문가들과 청중들이 
다음과 같은 주제를 토론했습니다:

•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고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들과 참모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동했는가?
•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   한미연합사령부의 다음 2-4년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웨비나 동영상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http://www.kdv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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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대장의 100번째 탄생일을 기념하
는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 

웨비나
2020년 11월 23일 백선엽 장군의 100번째 생신을 맞아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은 백선엽 장군이 
일생동안 한국인들과 한미동맹을 위해 해온 공헌을 기억하기 위해 백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백 여사는 역사책이나 관련 기록물에서 찾을 수 없는 생생한 이야기를 공유했으며,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저희 아버지가 주목받지 못했던 업적은 12명의 한국 대통령 중 11명 
아래에서 성공적으로 정부을 위해 봉사한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충성심이 사람이 
아닌 국가를 향한 것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두를 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고 보호하기 위한다는, 단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사셨습니다. “내 
조국이 없었다면, 나 또한 존재하지 못했다”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남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처벌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 몇 년 동안, 아버지는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강조하셨는데, 
예를 들어, 사람은 커다란 심장을 품어야 하고, 자고 일어나 아침에 결정을 
내리는 등 성급하게 행동하면 아니되며, 현실을 그대로 마주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더 나아가,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학문, 근면, 기개, 옳음을 지키는 것. 항상 제 시간에, 매번 누군가의 긍정적인 면을 보셨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셨습니다.

백 대장은 한미동맹에 있어 가장 훌륭한 영웅이자 옹호자이며,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은 
한미동맹에 대한 그의 업적와 사랑을 현재와 후대 세대까지 기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웨비나 동영상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vet)

http://www.kdv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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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마지막 주요 행사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2020년 12월 1, 2일 이틀간 서울에서 줌
(Zoom)을 통해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에서 50명 인원 규모의 조식만찬과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웨비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컨퍼런스는 “한반도에서의 6 · 25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첫날 (12월 1일)은 “6 · 25 전쟁과 
휴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주제로, 둘째날 (12월 2일)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동맹의 
도전”을 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둘째날 행사는 또한 제 2회 전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및 부사령관 
포럼으로 병행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국가보훈처 후원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의 “한미
동맹 평화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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