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전우회(KDVA)의 사명은,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지원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소식지“보이지 않는 영웅들” 

주한미군 전우회(KDVA)

contact@kdva.vet

21호 – 3월 2일. 2021년.

주한미군 전우회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캠프 케이시의 미 2사단 부사단장으로, 그 전에는 서울 유엔군사령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미8군 1993-1996)에서의 작전, 계획 및 교육훈련부서(G3)의 작전참모로 근무하며 한국에서의 여정을 좋은 
기억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지난 35년의 복무기간 중 무려 절반의 시간을 유럽지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중 
한미동맹은 제게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브룩스 회장님께 통찰력을 제공하고 조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전우회 회원분들 및 후원자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한미동맹과 훌륭하신 참전용사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래리 앨리스 육군 대장 (예)

2021: “국방과 외교, 위대한 한미동맹을 위하여”

2월 뉴스 헤드라인
2월 2일: 미 국무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은 그의 팀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전반에 
걸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조치는 
동맹국과의 협력에 따른 추가 제재 뿐만 아니라 
명시되지 않은 외교적 장려책도 포함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들은 화상대화를 열었습니다. 
원인철 대장과 마크밀리 대장은 구상중인 전작권 
전환에 대하여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동의하였습니다. 
2월 3일: 미 국방부 부장관 후보자 케이틀린 힉느는 
미국의 동맹은 단순히 그 동맹들이 유지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것 보다 그들이 
주는 전략적 가치로 부터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Feb. 4: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하여 공동으로 “포괄적인” 
전략을 이끌어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3각 
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문재인 (President Moon Jae-in) @
moonriver365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가졌습니다@JoeBiden@POTUS. 저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환영하며 ...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공유되는 가치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대변인은 “대한민국과 미국은 
COVID-19상황을 고려하여 어떻게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5일: 한국과 미국은 특별조치 협약에 관한 
협상을 진전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대화가 “상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협약＂이  될 때까지 조기 합의를 추구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2월 16일: 한미경제연구소@KoreaEconlsnt
... 대한민국과 미국의 장기적인 관계는 단순히 
국방협력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미국은 어떠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으며 
오직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키신저의 신념을 
뒤집어버리는 것이다. 
2월 16일: 한국군은 동해안 민통선 북쪽에서 
북한남성을 체포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삼엄한 
경계를 뚫고 국경선 내부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www.kdva.vet

주한미군 전우회에 무료로 가입하세요! (kdva.vet/members/) –2020년은 기존에 비해 회원수가 21% 
더 증가하였습니다!
- 한미동맹을 지원하는 최고의 전문가 기관의 일원이 되십시오!
-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문가들을 만나고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귀하와 함께 복무했던 미군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포럼, 웨비나 등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직책, 인턴, 자원봉사에 지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분기별 저널에 투고 하실 수  있습니다. 

2월 3일: 제8 의료작전 준비 대대의 그웬돌린 워렌 대위는 여성 
의사의 날을 기념하며 “ 가족같은 의료진이자 미 공군의 장교가 
되는 것은 타인을 돕고 매우 보람찬 일입니다”라고 하며 “ 미국이 
하나의 국가, 사회이자 기관으로서  양성평등에 나아가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미국 역사상 첫번째 여성 부통령의 
취임선서를 보게 되어 자부심을 느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womeninmedicine #doctor #girlpower
AFMS- Kunsan AB- 8th Medical Group | U.S. Air Force Medical 
Service - AFMS | 7th Air Force, Republic of Korea - 미 7공군 | 
U.S. Forces Korea | U.S. Pacific Air Forces | U.S. Indo-Pacific 
Command | Airman Magazine

2월 19일: 549병원센터/브라이언 D. 올굿 육군 병원
 92세의 예비역 육군 중사 윌리엄 전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최고령의 접종자가 되었습니다. 1961년에 미 육군 통신 
군단의 일원으로서 부평의 캠프마켓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윌리엄 전 중사께서는 “백신 접종 후 24시간 뒤에 팔에 
경미한 통증을 느꼈지만 여전히 괜찮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Champ #ArmyStrong #KillTheVirus #ProtectTheForce  
#MHSVaccine 65th Medical Brigade Eighth Army-Korea 
U.S. Forces Korea
2월 23일: 대한민국 군산 공군기지
 #BlackHistoryMonth를 위해 오늘 우리는, Wolf 46라 불리우는 찰스 “CQ” 
브라운 주니어 참모총장의 공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9일은 미 상원이 만장일치로 브라운 대장을 제 22대 미합중국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인준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브라운 대장은 이로서 
미합중국의 한 군을 이끄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참모총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운 참모총장은 타임지가 선정한 2020년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브라운 대장은 Wolf 46(비행단장 콜사인)로서  #WolfPack(미 제8전투비행단)
을 2007년 부터 2008년까지 이끌었으며, 2018년에는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는 태평양 공군사령관으로서 근무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이자 제도적으로 개선점을 
찾을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공군 장병들이 오늘과 내일 모두의 
다양성의 가치에 감사하며 그들의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낼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운 대장님, 우리는 당신의 헌신과 통솔력에 감사드립니다! 한번 늑대는 
영원한 늑대입니다(Once a Wolf, always a Wolf)!

알려드립니다:
3월 9일: 동부표준시(EST) 기준 오후 5시 웨비나, “It’s 
Not Just Over There: The American Commitment to 
the Korean”가 열립니다. https://us02web.zoom.us/
webinar/register/WN_eAKBZpdzTsqte6IJy7rGjg에서 
신청하세요!

3월 24일: 한국 금융위원회 회장과 함께하는 9차 
한미동맹 포럼이 개최됩니다. 줌 웨비나 초대 메일이 곧 
발송됩니다!

주한미군 전우회의  다음분기 “한미동맹”저널은 2021
년 4월에 출간됩니다.  3월 21일 까지 기고문을 kdva.
journal@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2월 11일 : 미 2사단
오늘은 한국에서 음력으로 새해 첫날인 설날입니다. 
설날은 떡국과 같은 전통음식을 함께 즐기는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날이며, 4가지의 윷을 가지고 윷판 
위 말을 움직여 경주하는 전통 민속놀이 윷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월 4일:  제 51 전투비행단 주임원사 
51전투비행단이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51전비 머스탱 (Mustangs) 일원들의 
모범적인 노력은 확고한 전투준비태세와 협동심, 전우애를 
통해 우리 비행단이 #FightTonight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끔 보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