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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8군 창설의 날을 위한 주한미군 전우회의 축하 서신 
2021년 6월 10일 

To LTG William Burleson, CSM Robert Cobb, and the Soldiers of the “Pacific Victors!” 
윌리엄 벌러슨 미8군 사령관님, 로버트 콥 미8군 주임원사님, 그리고 미8군 장병 여러분들께, 

Please accept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is the founding day of the U.S. Army’s Eighth 
Army. Eighth Army was created in the Pacific in World War II, arriving in Korea in 1950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Korean War and continuously serving every day since, up to the present 
day. In the memorable words of LTG Thomas Vandal, 8A CG, “Eighth Army arrived in July 
1950 and never left.” 
미 8군의 창설의 날을 맞이하여 진심어린 축하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 8군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태평양지역 수호를 위해 창설되었으며 한국전쟁 초기에 대한민국에 

도착한 이래 현재까지 임무를 지속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미8군 사령관이셨던 토마스 밴달 

중장님께서는 “미8군은 1950년 7월에 도착하였으나 한시도 대한민국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The Soldiers of Eighth Army have been a continuous presence in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world for American interests since 1944, and you have been the embodiment of America’s 
commitment to the people of this region. No one else has done this, and no one could replace 
the “Pacific Victors.” 
미8군 장병들은 1944년 이래 미국의 국익을 위해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지역들을 지속적으로 

지켜왔습니다. 미8군 장병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미국의 헌신을 상징하는 

모범입니다. 미8군의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헌신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sends our collective congratulations and 
appreciation, and we continue to pledge to stand with you as we work “Together for the ROK-
U.S. Alliance.” 
이에 대해 주한미군전우회 전원은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전하는 바이며, “위대한 

한미동맹을 위해”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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