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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y 27, 2021 

 
 

한미동맹재단 및 주한미군전우회, 미 NSC 커트 캠벨 조정관 초청 조찬 간담회 실시 

Korea-US Alliance Foundation and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Meet with  
Dr. Kurt Campbell, National Security Council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2021 년 7 월 27 일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대통령 부보좌관 겸 

NSC 인도 태평양 담당 조정관인 커트 캠벨 박사와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 and 
the Korea-U.S. Alliance Foundation (KUSAF) held a 
working breakfast with Dr. Kurt Campbell, Deputy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Coordinator for Indo-
Pacific Affairs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July 
27, 2021 at The Mayflower Hotel in Washington, D.C. 

  

한미 주요 지도자들은 과거의 우정을 되새기며, 한미동맹이 보다 공고하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어떻게 함께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였다. 재단과 전우회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COVID-19, 대한민국의 우선순위와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캠벨 조정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The senior U.S. and ROK leaders rekindled old friendships and shared insights about how the ROK-
U.S. Alliance can work together to make the Alliance stronger and better. KDVA and KUSAF 
participants discussed with Dr. Campbell the outcomes of the recent U.S.-ROK summit meeting and 
COVID-19 cooperation, the priority and promin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Korea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r. Campbell 
discussed the U.S. Administration’s efforts to further strengthen and broaden the Alliance in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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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석자 

Senior U.S. and ROK leaders pictured include:   
 

• 커트 캠벨 박사 (대통령 부보좌관 겸 NSC 인도 태평양 담당 조정관) 

Dr. Kurt Campbell (Deputy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Coordinator for Indo-Pacific Affairs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유명환 전 장관 (한미동맹재단 이사장, 전 외교부 장관) 

Minister Yu, Myung Hwan (Chairman, Korea-US Alliance Foundation, and former ROK 
Minister of Foreign Affairs) 

• 빈센트 브룩스 예)대장 (주한미군전우회 이사장 겸 회장, 전 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 사령관) 

General (Ret.) Vincent Brooks (Chairman and President,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and former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Combined Forces 
Command/U.S. Forces Korea) 

• 정승조 예)대장 (한미동맹재단 회장, 전 합참의장) 

General (Ret.) Jung, Seung Jo (KUSAF President, and former ROK Chairman, Joint Chiefs of 
Staff) 

• 이건수 (한미동맹재단 명예 이사장) 

Mr. Lee, Kun Soo (KUSAF, Honorary Chairman & Director) 

• 이서영 예)소장 (주한미군전우회 한국챕터 회장) 

Maj. Gen. (Ret.) Lee, Seo Young (KDVA Korea Chapter President) 

• 신경수 예)소장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 

Maj. Gen. (Ret.) Shin, Kyoung Soo (KUSAF Director General) 

• 이강덕 (한미동맹재단 이사) 

Mr. Lee, Kang Duk (KUSAF, Director) 

• 박명림 (연세대 교수) 

Prof. Park, Myung Lim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이승준 예)대령 (주한미군전우회 수석 부회장) 

Colonel (Ret.) Seung Joon “Steve” Lee (KDVA Senior Vice President)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2021년 7월 28일 제 21-1차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를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개최한다. 

KDVA and KUSAF are hosting the “ROK-U.S. Alliance Peace Conference, 21-01” on July 28, 2021 

at The Mayflower Hotel in Washington, D.C.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한 참전 및 복무장병들을 위해 

창립되었다. 재단과 전우회는 각각 미국과 한국의 비영리법인이다. 

KDVA and KUSAF are dedicated to supporting the ROK-U.S. Alliance and the Veterans who built 

the Alliance and continue to serve it.  KDVA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incorporated in the 

state of Virginia.  KUSAF is a non-profit found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주한미군전우회 및 한미동맹재단 관련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Please contact KDVA at contact@kdva.vet and visit www.kdva.vet, kusaf@kusaf.org.  

 

모두 함께 위대한 한미동맹을 위하여 

“Together for the ROK-U.S. Alliance.” 

http://www.kdva.vet/
mailto:kusaf@kus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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