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 and ROK Memorial Days Message 
한·미 현충일 추모 메시지 

 
Remembering and honoring Americans and Koreans who served and died in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the sacred duty and legacy of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and the Korea-U.S. Alliance Foundation.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호국 영령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With the U.S. Memorial Day on May 31, 2021, and the ROK Memorial Day on June 6, 
2021 – both in a span of seven days – KUSAF and KDVA are proclaiming this week the 
“U.S.-ROK Alliance Memorial Week.”  We welcome our members, partners, and 
supporters to think about, speak about, visit gravesites and war memorials, attend local 
commemorations, and share their stories of those who made the ultimate sacrifice in the 
service of our two nations.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2021년 5월 31일 미국 현충일과 2021년 6월 6일 

대한민국의 현충일을 맞이하여, 이번 주를 “한·미 공동 추모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재단과 전우회 회원, 파트너, 후원자들은 현충원과 전적비를 방문하고 지역 추모식에 

참석하여, 한·미 호국 영령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를 제안합니다. 

 
In the United States, Memorial Day stories started from humble beginnings of local 
communities who wished to honor their fallen after the American Civil War.  Stories 
abound of the 36,574 Americans who died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hundreds who 
died defending Korea since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미국의 현충일은 남북전쟁의 전몰 장병을 기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작은 바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36,574명과 정전협정 이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수백명의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In the Republic of Korea, stories honor the memory of the 137,899 Korean warriors who 
died during the Korean War and an additional 5,099 who fell serving in Vietnam and more 
warriors died in the continued defense of Korea since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Iraq, Afghanistan, and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대한민국 현충일은 한국전쟁 기간중 전사한 137,899명의 용사들과 베트남 전쟁에서 

산화한 5,099명의 장병을 추모하며, 정전협정 이후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유엔 평화유지작전에서 희생된 영웅들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Though of two different cultures and languages, Koreans and Americans share an 
unbreakable bond forged in battle by those who fell, and by those who remember them.  
 
한·미 양국은 문화 및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호국 영령과 이들을 기억하는 양국 

국민들에 의해 피로 맺어진 공고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n our seven decades of shared experiences, there continues to be much that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In the Republic of Korea on Memorial Day at 10:00 a.m., a siren 
is heard throughout the land for Koreans to pause and reflect on the heroes who served 
their nation.  KDVA asks its members and supporters to consider pausing at 3:00 p.m. 
EDT on the U.S. Memorial Day to have a moment of appreciation for our American and 
KATUSA Korean War Veterans and Korean Defense Veterans who died while serving in 
Korea.  (The time of 3:00 p.m. EDT will allow this observance to occur during daytime 
hours across six time zones.) 
 
지난 70년의 세월을 함께한 한·미 양국은 여전히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충일 오전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에게 묵념을 올립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미국 현충일 오후 3시(동부시간)에 

한국에서 전사한 미군 및 카투사 한국전 참전용사, 주한미군전우회 참전용사들을 위해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기를 요청합니다. 

 
While our Veterans laid down their lives to protect our freedoms, we are determined to 
stand up – together – for their legacy of a strong and prosperous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Let us never forget their sacrifices.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을 기리며, 한·미 양국간 강력하고 

번영하는 한미동맹의 유업을 이어 나가기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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