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전우회의 사명은
한미동맹을 대변하고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을 지원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웅들” 소식지 

주한미군 전우회

contact@kdva.vet

21 - 3호   2021년 5월 

5월은 주한미군 전우회가 버지니아에서 501(c)3 비영리기관으로서 2017년 창립된 이후 계속 기념해온 창립기념의 달 입니다. 우리 전우회는 
참전용사들과 한미동맹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설립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전우회는 강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을 지켰던 
참전용사들과 한미 양국에서 군 복무를 하는 현역군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미가 함께하는 
헌신에 대한 그 소망과 정열은 우리 전우회를 독보적인 존재가 되게끔 하였으며, 덕분에 우리는 한미동맹에 필수적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회원, 후원자, 파트너들의 노력과 지원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를 표합니다.  5월에 펼쳐질 특별한 행사들과 프로그램을 기대해주시고 
지인과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대장   (예_)   빈센트    브룩스     KDVA   이사장  겸          회장

2021: “국방과 외교, 한미동맹과 함께”

4월 뉴스 헤드라인

4월 5일: 대한민국 통일부는 한국전쟁 이산가족의 
정확한 인원 파악과  북한에 있는 친지들과 의 
상봉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기위해 조사를 시행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북측에서 
이산가족들과의 재결합을 위해 지원했던 4만8
천명에 대한 조사는 2021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 
입니다.

4월 9일: 롭 랩슨 대사대리@USAmbROK  (U.S. 
Charge d’Affaires to ROK)
공식적으로 새로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SMA with @mofa_kr Vice 
Minister Choi Jong Kun  @jongchoiysu today 
– 이는 한미동맹을 위한 의심의 여지없는 헌신과 
공유의 상징이며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훌륭한 팀워크에 큰 감사를 표합니다! 

4월 9일:  문재인 대통령
KF-X 시제기 출고식에서의 문 대통령 연설 (@
moonriver365) 
“KF-21이라는 이름에는 21세기의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 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4월 13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Korea Embassy 
DC“”@RokEmbDC  @baltimoresun 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김치에 대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4월20일: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society
“다가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미국이 보는 중요성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가 밝혔습니다.”

4월 23일:  미 전략 사령부 사령관 찰스 리차드 
제독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확약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북한으로 부터의 어떤 공격도 
격퇴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하였습니다.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3년전 판문점 선언을 
강조하며 남북대화 재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www.kdva.vet

주한미군 전우회에 무료로 가입하세요! (kdva.vet/members/) – 2021년에는 역대 최대로 회원수가  
증가했습니다!
-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헌신하시고 도움을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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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직책, 인턴, 자원봉사에 지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포럼, 웨비나 등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생각을 우리의 분기별 저널에 투고 하실 수  있습니다. 

4월 5일  주말 경연을 재패한 Juvat 부대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미 제 80 항공정비대는  무기적재반, 기장, 
재머 잼보리의 3가지 분야의 경연 모두 
우승하였습니다. 지난주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큰 볼거리를 놓친 
것입니다.  Wolf II와 Wolf Chief도  몇몇 부문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WolfPack #Juvats 
#Pantons #Dragons

4월1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미합중국 
대통령 조바이든은 5월에 한미동맹 이슈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노력에 대하여 첫번째 
정상회담을 열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에  “5월말” 워싱턴
DC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전우회 분기별 저널과 우리의 한미동맹 101, 대한민국 101 시리즈를 확인해보십시오!앞을보고:

[주한미군전우회&한미동맹재단 공동주최] 로버트 
에이브람스 사령관 송별 행사: 5월 12일 오후 7시
(미국 동부표준시), 5월 13일 오전 8시(한국 시간)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은 5월 21
일 경 한미 정상 회담을 기념하는 행사를 
공동 주최합니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대면 행사는 서울에서 개최 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전우회 한미동맹 교육 컨퍼런스 
(장소:캠프 험프리, 일시: 5월 25일)

4월 1일 :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사업 재개 

유엔사령부와 대한민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유해발굴 
사업을 4월 5일 재개하였습니다. 양측이 철원지역 
비무장 지대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본 사업을 통해 협력한지 3년 째가 됩니다.  대한민국 
군인, 다국적의 유엔군, 북한 및 중국군 모두 이곳에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4월 6일:1950년 부터 현재까지 한미 양국의 
국익을 보호 해왔던 참전용사들을 지원하고 
한미양국의 국민과 경제을 위해 일하며,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민들을  대변하는  
선두기관들로서, 우리는 모든 시민들 그리고 
단체들과 더불어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민에 대한 폭력을 규탄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함께하였으며 회원들과 그들이 사는 사회 모두의 
진심 울려 퍼지길 바라는 집단 지지 성명을 
공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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